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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13년 3월 25일부터 2014년 2월 12일까지 진행한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용역'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본 용역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서울시 본청의 경영개선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용역을 수행한 맥킨지와 삼일회계법인의 관점에서 도출된 개선안 요약을 중심

으로 제작되었다. 이의 최종 선택 및 수정, 개선의 노력을 위한 정책화 등은 향후 서울

시가 결정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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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진행한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용역' 중 서울

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26주(서울메트로 14주, 서울도시철도공사 

12주) 진행한 용역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용역은 지하철 양 공사의 재정건전성 강

화와 운영 효율성/효과성 개선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용역을 수행한 맥킨

지와 삼일회계법인의 관점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이의 최종 선택 

및 수정, 개선의 노력을 위한 정책화 등은 향후 서울시가 결정한 것임을 밝힌다. 

책자 발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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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현재 서울시 지하철이 
당면한 위기

연 평균 4천억원 적자
만성적 영업 적자로 인한 과도한 채무 및 재정 악화

"운임수입"에의 과도한 의존 
"비운수사업" 매출 비중이 해외 선진사의 1/3 수준으로 운임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 증대

전체 비용의 52%의 높은 인건비 비중
비효율적인 근무 방식에 의한 비용 낭비 및 불규칙한 근무패턴과 근무 
조건에 의한 임직원 삶의 질 저하

시설 투자 지연
노후설비 개량을 위한 시설 투자 지연으로 서비스 수준 및 안전도 하락 
위험

양 공사 협력 체계 미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 분리된 독립적 운영체계로 인하여   
구매/조직운영 상의 비효율로 인한 낭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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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생산성 효율화
실제 업무량에 맞는 탄력적 근무 방식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함께     
규칙적 생활로 인한 임직원 삶의 질 개선 

시설 투자의 전면적 확대
대 시민 서비스 및 안전 강화

양 공사 협력 시너지 극대화
양 공사 간 협력 운영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및 효율적 조직 운영에 의한 
비용 효율적 경영

…2020년 개선된 서울시 지하철  
 미래

경영 수지 흑자 전환
재정 자립 및 경영 건전성 확보 (연간 4,000억원 이상 경영 개선) 

"비운수사업"의 과감한 확대
수입원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함으로써 운임 인상 필요성 격감 
(비운임사업 매출의 35%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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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 진단

서울의 지하철 양 공사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천만 서울시민의 중

추적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양적인 측면에서 서울시내 교통의 36.5%(수송분담율)를 담

당하고 있으며, 지하철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정시성, 운행간격, 안전도(사상사

고율) 분야에서 홍콩 MTR, 싱가포르 SMRT 등 해외 선진 지하철운행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무적인 측면의 경영진단 결과, 지하철 양 공사는 낮은 수익창출능력으로 

인해 기존 채무 상환재원을 신규차입으로 차환할 수밖에 없는 "채무의존적 경영구조"

이며, 지하철 양 공사의 차입은 주로 도시철도공채, 공사채,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차

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발행기준 강화로 인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차환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단기적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험에 노

출된 상황이다.   

[도표1: 지하철 양 공사 수익 현황] 

[도표2: 해외 지하철 운영사 비교 분석]

특히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하철 서비스의 향후 수준과 안전도 유지를 위해 필요

한 시설투자가 예산 요구액에 비해 지속적으로 축소 및 지연되고 있는 점이다(예. 지하

철 1호선의 관제설비의 경우 2013년 기준, 내구연한이 7년이나 지났지만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신규 설비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음. 이외 내진설비, 승강편의시설, 객차교체 등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에 대한 투자 또한 다수 지연되고 있음). 특히 개

통 이후 운행경력 20년을 맞이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에 대한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있어(내구연한 20~25년) 향후 노후화에 대비한 시설투자 필요성

이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뉴욕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재무적 건전성이 미흡

한 운영사들은 일반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투자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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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하철 운영사 비교 분석

서비스
수준
서비스
수준

99.9 99.9 98.5

150 120 120

52 30 48

N/A

110

99.9

150

36 N/A

정시성
(%)1

러시아워
운행간격
(초)

혼잡도
(%)2

고객만족도에
중요한 핵심
서비스 지표
부분에서
선진국
운영사와
동등한 수준임

재정
건전성(2
011~ 
2012)

재정
건전성(2
011~ 
2012)

이익율
(%)

부채비율
(%)

지원금 비율
(매출대비 %)

선진사 대비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하며
향후 부채비율
확대가 예상됨

안전성안전성

N/A
연간
사상사고3

스크린도어
설치유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함

1 3 31

1 열차가 정시에(5분 지연 이내) 도착하는 비율(%)
2 Pax-km/Place-km. 수송 승객의 총 이동거리/객차탑승가능 인원의 총 주행거리
3 부상/사망자 발생 사고
4 2014~2017년 시설 및 전동차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메트로 수준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질 위험이 있음

전역사 설치됨 일부 설치됨 일부 설치됨 일부 설치됨전역사 설치됨

76

281

-16

0

43

21

13

16

122 22

16

11

194

-34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서울메트로는약 1,700억 원, 도시철도공사는 약 2,300억 원의 연평균 영업적자를 기록해왔음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재무 현황
십억 원

818
610

790

536
738

526
743

514

741

514

-207-254-221-228-227

121110092008

메트로

도철

1,076
949917899935

1,205
1,1051,1391,0941,081

수익1 비용2

1 수익: 매출 2 비용:매출원가및 판관비

자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내부자료

-129-156
-222-195-146

영업손실

지하철 양 공사 수익 현황

도표1

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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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의 미래 서비스 수준 및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도표3: 서울메트로 향후 투자 및 채무 전망] 

[도표4: 서울도시철도공사 향후 투자 및 채무 전망] 

2014년 이후 대규모 재투자재원조달이 필요함

자료: 서울메트로 결산서 및 내부자료

'08 '09 '10 '11 '12 '13(예산) '14~

공채

시재정투융자기금

공사채

증가
예상

13 '14 '15 '16 '17

노후시설재투자
안전/서비스 강화
정책사업
전동자 교체

향후 연도별 투자계획 현황1

억 원
향후 연도별 차입금잔액 추이
억 원

 '13년 이후 전동차교체등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재원부족분의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한다면 향후
부채규모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1,932

4,644

5,550

4,380
4,859

19,175
17,938

22,201
24,471 24,328 25,580

98%

99%
72%

69% 66% 77%

5년간 2조원

서울메트로 향후 투자 및 채무 전망

1 금액변동가능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차입 이외의 재원조달방안마련이
시급함

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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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황 악화의 근본 원인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경영적자의 원인을 수익, 비용, 조직운영 측면에서 1차

적으로 진단한 결과 크게 3가지 측면의 핵심적 원인이 파악되었다.

[도표5: 매출 구성, 인건비 제외 운영비, 인력 생산성 분석]

1) 수익측면에서 지하철 양 공사는, 홍콩, 싱가포르, 동경 등의 해외 선진사에 비해 "운

임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비운임수입"의 매출 비중은 11%에 불과한 점

이 취약요인으로 분석되었다(홍콩 MTR, 싱가포르 SMRT의 경우 임대료, 광고수익, 부

동산개발 등 비운임수입이 전체수입의 35~45%). 

 

2015년 이후 노후설비 재투자재원조달이 필요함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차입 이외의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시급함

도시철도공사 설비투자 금액1

억 원
연도 별 차입금 잔액 추이
억 원

494

2013 2017

2,251

16

2,178

15

2,071

14

1,000

노후전동차 및 시설투자비

'15년 이후 노후전동차교체 등 설비노후화로인한 투자
필요액이 지속적으로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재원부족분의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한다면 향후 부채규모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1 도시철도공사내부자료(변동가능)

차입금

증가
예상

7,927
6,830

7,483
8,208

9,254

11,561

2013 
(예산)

2014~20122011201020092008

자료: 서울도시철도공사 결산서 및 내부자료

서울도시철도공사 향후 투자 및 채무 전망

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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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구성, 인건비 제외 운영비, 인력 생산성 분석

매출 구성 비교매출 구성 비교 인건비 제외 운영비 비교인건비 제외 운영비 비교 인력 생산성 비교인력 생산성 비교

1 전체매출 대비 운수매출 비중, 운수매출대비 Retail, 광고, 부동산 기타 매출 비중, 비용의 경우 매출원가 대비 각 비용의 비중

2012, 인건비 제외된 운영비, PPP 보정됨 2012, PPP 보정됨

1414

6
5

5

7

11

0

24

0

상가1

(운수 매출
대비 비중)

광고1

(운수 매출
대비 비중)

부동산
개발1

(운수 매출
대비 비중)

운영비용/
트랙거리
(백만원) 2,210

1,647

4,269

2,615

294

202

301
260

251

392
457 4111

운영비/
전동차 수
(백만원)

운영비/
수송 인원
(원)

전체 비용
중 인건비
비중(%)

3737

56
45

3
6

22

2,5412,187
7,6465,392

9,447 7,201

17,865
12,275

인력
생산성
(인당 매출
/인건비)

인당
인건비
(만원)

인당 매출
(만원)

퍼센트

도표5

2) 비용측면에서는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약 52%로 해외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

며, 이는 시간 별 업무량과 관계 없이 동일한 인원이 역무, 운행, 시설 측면에서 근무하

는 비효율적인 근무방식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전체비용의 37% 수준이며, 해외 지하철 운행사들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심야

시간에는 역무 및 기관사 등 인력의 투입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3) 조직 운영 측면에서, 서울의 지하철 양 공사는 구매, 시설관리, 유지보수 측면에서 

협업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성과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예. 2012년 기준 공사의 협업활동으로 인한 비용 절감 

규모는 약 4천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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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차적 원인의 저변에는 서울시와 지하철 양 공사가 현재의 문제점과 미래

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향 측면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의 공감대와 광범위

한 지지를 구하지 않은 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비운임수입 확대 및 비

용절감을 위한 개선방안의 추진 측면에서 양 공사와 서울시는 기존 이해관계자의 민원

을 우려하여 매우 소극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용역 기간 중 프로젝트 팀

이 시민의 정확한 니즈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경영개선 방안의 대다수에 대해 70% 이상의 시민

이 긍정적인 지지 의견을 보였다(예. 지하철 역사 내 상가의 브랜드 점포 비중 확대에 

대해 약 78%가 찬성했고,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메이저 광고 비중 확대에 대해 약 

90%가 지지 의사를 표명함).

금번 용역을 통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및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행잠재력이 확

인된 양 공사의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폭넓게 실행할 경우, 양 공사 모두 2020년까지 경

영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시민의 세부담 및 시재정을 통한 지

원금을 축소하며,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실행 가능성이 확인된 다

각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중 일부 핵심적 내용을 다음 장부터 영역별로 설명 드리겠다.

[도표6: 본 프로젝트에서는 벤치마킹, 고객의견 수렴, 현장실사/자료분석, 내부자산/역

량 평가 및 기존 개선안에 대한 극복방안 파악 등 종합적 방법을 통하여 개선 방향을 

수립함]

[도표7: MTR 벤치마킹 - 비운임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재정 강화]

[도표8: MTR 벤치마킹 - 안정적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서비스 및 안전성 투자 지속]

[도표9: 지하철 운영 개선 관련 방향성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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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외 선도사
벤치마킹

폭 넓은 고객 의견
수집

내부 자산 및
역량 평가

기존안 장애물 및
극복방안 파악

현장 실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한
현황파악

▪ 30여 개의 국/내외 주요 도시의 지하철 운영 실태 파악(예. 뉴욕, 파리, 런던, 
러시아, 도쿄, 싱가포르, 홍콩, 타이페이, 부산, 인천 등)

▪ 도쿄, 싱가포르, 홍콩 등 서울 지하철과 유사한 규모 및 수준의 해외 선진사에 대한
심층 분석 수행(지하철 운영사에서 실행된 신사업 아이디어 및 운영 효율화
아이디어들의 서울 지하철 운영사 적용 가능성 검토)

▪ 주요 경영 개선 아이디어에 대해 폭 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함(운임체계 조정, 승객대상 편의사업, 역사명 병기 등 시민 여론이
중요한 안들에 대해 설문조사 통해 의견수집)

▪ 전체 세부 직군 별 실제 업무량 및 근무 형태 진단(승무/역무/차량/기술 7개 직렬)
▪ 20+개의 주요 역사 및 주요 인프라 시설(예. 관제센터)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실사

– 역사 별 세부 구조 및 승객 동선 세부 분석을 통한 상업성 평가 수행 등
▪ 양 지하철 공사의 향후 4개년(~2017년) 구매/투자 세부 계획 분석을 통한 시너지

창출 기회 도출

▪ 30개 주요 역(이용 승객 수 기준)에 대한 집객력, 역세권 부동산/지하아케이드 개발
기회 및 역사명 병기 매력도 분석 시행

▪ 양 공사 소유 부동산 부지에 대한 역세권 개발 기회 분석

▪ 시정부, 직원들과의 합의 도출의 어려움으로 기각된 개선안에 대한 장애요인 파악
및 해결안/대체안 개발

본 프로젝트에서는 벤치마킹, 고객의견 수렴, 현장실사/자료분석, 
내부자산/역량 평가 및 기존 개선안에 대한 극복방안 파악 등 종합
적 방법을 통하여 개선 방향을 수립함

도표6

부동산 개발 기반으로
재정 자립도 구축기

상가/광고부문 성장기

해외 철도사업추진기Phase 2(2003~08)

Phase 3(2008~Today)

Phase 1(~2003)

재무
지표
(억원, 
명, %)

주요
활동

HK MTR의 내부 역량 및 외부기회요소(예. 중국/홍콩경제성장, 
정부지원)를 시기 적절히 활용하여 단계적으로포트폴리오 구축

1998 2003 2008 2012

국내
31

22,303

69

해외

인력

▪ 상가/광고사업 성장 및
부동산개발안정화
– 2000년 민영화 이후

상가/광고 부문 성장에 보다
집중

–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입점브랜드를 다양화

– 상가/광고 부문 매출 2003년
대비 2008년에 3배 상승

▪ 해외 철도사업 진출 가속화
– 2007: UK London, Overground

운영 계약 체결
– 2009: Sweden Stockholm

메트로와 계약 체결
– 2009: Australia Melbourne 

도시철도와 계약 체결
– 2009: 중국 Beijing 운영 진출
– 2010: 중국 Shenzhen 운영 진출

▪ 정부와 함께 부동산 개발 집중추진
– 정부와 Property-railway 통합 개발

모델 추진하면서 역세권 개발 주도
– 지하철 Line(Urban line, Airport 

railway, Tseung Line) 주변으로
558,762m2 에 달하는 상업/오피스
공간과 46, 915호의 주거공간을
개발함

이익

2,595

19
37

44

매출

11,022

72

15

13

이익

10,425

39

36
26

매출

25,585

65

20

15

이익

13,530

33

32
30

6

매출

49,913

42

11

10

37

이익

N/A

매출

N/A

국내

인력

100

6,690
해외

인력

국내

해외

인력

14,201

88

12

8,786

100

운임

상가/광고

부동산

해외사업

[MTR 벤치마킹 - 비운임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재정 강화]

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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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운임보다 높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요구가 큼 지하철 운영사의 자체사업 확장을 통한 재정 자립도 확보에 대
한 요구가 높음

서울메트로가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3가지 중복 답함)

연 평균 ~1,700억 원에 이르는 서울메트로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은?

10

12

55

69

71

76

기타

역사 미관 유지

운임수준 유지

안전성 유지

혼잡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 유지

지하철 적정간격
운영

1

4

16

35

44

기타

지하철 요금 인상

서울시/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 확대

무임 및 할인 혜택
축소

운수 외 수익사업

N = 500, % N = 500, %

서울메트로 사례지하철 운영 개선 관련 방향성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
조사 결과

1 홍콩정부는 MTR에 정기적인 지원 제공하지 않음. 단, 대규모 신규 지하철 공사에 한하여 단발적으로 공사비용 일부 지원
2 Western District Line 건설의 낮은 ROI로 인한 HK MTR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투자금의 50%를 지원함

Western District의오랜 교통 문제를 해결하여 내외부적인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를 감행함
3 최근 3년 기준

HK MTR의 서비스/안전성 위한 투자

정부지원1

자체조달

HKD

5,341
2,4812,9033,4542,8892,670

2012

11,762
5%

2011

10,681
6%

2010

24,588

50%2

20092008

6,242
6%

20072006200520042003

안전성 위주 서비스 개선

▪ 스크린도어 설치
▪ 의료장비 추가
▪ 레일 연삭차 교체

소규모 투자를 통한 승객
서비스 개선
▪ 열차 내 와이파이 설치
▪ 무인발권기 설치
▪ 포토부스 등 승객 편의

시설 확충

대규모 투자를 통한 승객
만족도 향상
▪ 열차 추가 투입을 통해

혼잡도 및 열차 지연 20% 
이상 개선

▪ 열차 소음 및 조명 개선

HK MTR의 서비스/시설 개선
투자 수준3 금액은 서울메트로/ 
도철의 5배 이상이며 운수매출
대비 투자액 비율도 3배에 달함
(홍콩 49%, 서울 18%)

승객 핵심 편의
서비스에 집중
투자한 결과 최근
3년간 고객
만족도가 대폭
상승함

[MTR 벤치마킹 - 안정적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서비스 및 안전성
투자 지속]

도표8

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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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Part 1. 생산성 개선

1) 업무량에 따른 인력 배치

현재 양 공사는 총 15,700여 명의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인건비는 양 공사 매출

의 약 62%, 전체 비용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

사 수준인 37%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번 프로젝

트에서는 지하철 공사의 모든 세부 직군에 대한 실제 업무량을 분석하고(예. 승무, 역

무, 차량, 기술분야 7개 직렬 등) 근무 형태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양 공사는 시간대 

별 업무량의 변동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시간대에 유사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승무와 역무 부서는 주간 업무량이 많고, 신호와 궤도 

부서는 야간 업무량이 많으나 동일한 인력이 주간과 야간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표10: 분야별 업무량 분석 결과(승무 및 역무 사례)]

이로 인해 업무량 대비 인력의 과다 투입(낮은 생산성) 뿐 아니라, "직원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15시간 연속 근무, 1~2주 마다 주야간 근무시간 변경 등 근무환경 악화

를 야기하고 있다(3조 2교대는 부서별 직원이 동일한 규모의 3개 조로 나뉘어 각각 야

간 15시간 근무, 주간 9시간 근무, 비번을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하는 형태이다. 따라

서 주야가 자주 바뀌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15시간의 장시간 연속 야간 근무로 인하

여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근무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인력 운영 효율성이 뛰어나고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

가 높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해외 선진사의 인력 운영 방식을 심층 벤치마킹하였

다. 해외 선진사의 경우, 대부분 모든 직렬과 직군에 대해서 시간대 별로 실제 업무량

에 맞추어 현장 투입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표11: 시간대별 업무별 인력 투입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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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업무별 인력 투입 현황 비교

자료: Former managing director of engineering(SMRT)

궤도

신호

건축

전자

통신

전기

설비

기술

역무

승무

시간대별투입인원, 퍼센트 근무시스템시간대별투입인원, 퍼센트 근무시스템

100

55

100
5050

5

100100

100
5050

100100100

20

100100

20

100100

0

100100

7am 3pm 11pm 7am

▪ 4조 3교대
– 각 조 평균 8시간

근무

▪ 4조 3교대
– 각 조 평균 8시간

근무

▪ 3조 3교대
– 각 조 평균 8시간

근무

▪ 심야 통상근무
– 8시간 근무
– 주간 당직 활용

▪ 변형 통상근무
– 8시간 근무
– 심야 당직 활용

▪ 변형 통상근무
– 8시간 근무
– 심야 당직 활용

▪ 변형 통상근무
– 8시간 근무
– 심야 당직 활용

▪ 변형 통상근무
– 8시간 근무
– 당직 없음

▪ N/A

8am 4pm 0am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24시간 운행수에 따라 배치

0am

▪ 개별 교번제
– 운행 스케쥴에 따라
개별적 출근/퇴근

– 평균 10시간 체류
및 그 중 4시간 운행

▪ 3조 2교대운영

▪ 조직 운영 상의 비용적
비효율 발생

▪ 근무 환경 저하

– 야간 근무 조의 경우
15시간 연속 근무
필요

–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을 한 주일씩
돌아가며 맡아, 
불규칙한생활 패턴에
의한 삶의 질 저하

싱가포르 서울

분야별 업무량 분석 결과(승무 및 역무 사례)

역무분야

9am 6pm 12am 6am 9am

투
입
인
원

시간대

승무분야

9am 6pm 12am 6am 9am

투
입
인
원

시간대

▪ 전동차가 운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일
아침운행이 있는 기관사는 밤샘 후 운행

– 약 2시간 취침시간 외 현장대기

– 불규칙한 숙박 근무로 인해 기관사의
피로가 증가하는 등 근무 환경 저해 심각

▪ 승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간과 똑같은
인력이 투입되어 밤샘 대기

– 새벽 4~5시 영업 준비작업을 하지만 한
명이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수준임

– 나머지 시간 대기 및 취침

도표10

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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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에 비례한 탄력적 근무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투입 인력의 효율성 개선 기회

는 최대 약 1,400명(Full Time Equivalent)에 달하며, 이는 현재 인건비 수준 기준으

로 연간 약 1,100억 원(2020년 기준)규모의 비용을 의미한다. 특히 2014년부터 서울메

트로의 자연퇴직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무형태의 효율적 개선방안

은 현재 양 공사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자연퇴직에 따른 인력배치 조정을 통

해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

전동차는 구매비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양 공사는 2017년까지 총 약 4,600여 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양 공사의 현재 전동차 구매 

현황은 특정 공급사에 95% 이상 의존하고 있고 해외메이저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조

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향후 전동차 구매과정에서 현 공급

업체의 영향력 확대로 가격 인상의 위험이 예상된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전동차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 위험

을 줄이고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품질상승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입찰 방식의 변

화를 통해 국내외 다수 업체들의 경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용역 기간 중 해외의 메이저 전동차 제작업체들과 직접 접촉해 지하철 양 공사 관련 

향후 입찰참여 의향을 수렴한 결과, 현재 평균 2년 수준인 납기기한을 3~4년으로 확대

하고 1년 단위의 발주를 2~3년으로 묶어 발주 규모를 확대할 경우 입찰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확인되었다.

4. 제언 Part 2. 비 운임 수익 사업 확대

1)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

지하철 역사 내에 입점한 점포의 매출 및 임대료 분석 결과, 시민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점포(예. 세븐일레븐, 미샤 등)의 경우 인지도가 낮은 소위 非브랜드 점포에 비

해 면적 단위당 매출과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도쿄메트로,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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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 등 세계 선도 운영사와 비교한 결과, 양 공사 역사 내 브랜드 점포의 입점은 일부 

품목에 제한되어 있고, 그 비중(서울메트로 25%, 도시철도공사 55%) 또한 낮아 향후 

추가적인 개선 기회가 있음이 새로이 확인되었다. 해외벤치마킹, 시민설문조사 및 국내 

브랜드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규 브랜드점포 유치 확대를 통한 수익 증

대 기회는 2020년 기준 양 공사 통합 최대 약 6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점포의 일정 퍼센트를 소상공인에게 임대하는 방식 또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도표12: 지하철 역내 점포 비중 현황]

[도표13: 지하철 상가 점포 입점 관련 일본 사례 비교]

[도표14: 지하철 상가 임대 단위 관련 현황]

지하철 역내 점포 비중
퍼센트, 면적 기준, 2013 非브랜드 점포

45

25

非브랜드

브랜드

도시철도공사

55

서울메트로

75

F&B

의류

잡화

편의점

지하철 역내 점포 비중 현황

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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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하철 운영사와 서울메트로의 입점 현황 비교

브랜드 점포 추가 유치 가능 업종

입점 브랜드 설명

F&B

구두수선

도쿄메트로

의류/잡화

편의점

슈퍼마켓

Beauty

▪ 일본 지하철 운영사는
리테일 업종의 대부분을
브랜드 점포로 구성함

도쿄메트로를포함해
일본 지하철/철도
역사에서는한국과
같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브랜드는
찾아볼 수 없다.

- 도쿄메트로 전문가

입점 브랜드 설명

▪ 카페, 제과 부문 브랜드 점포
비중 높으나, 패스트푸드 부문
추가 유치 가능

▪ 100% 개인사업자 입점

▪ 지오다노, UNIQLO 등 SPA 
브랜드 추가 유치 가능

▪ 일반 편의점의 브랜드 점포
비중 높으나, Drugstore 
브랜드 추가 유치 가능

▪ 법인사업자 비중 높음

서울메트로

▪ 해당 업종 역내 미입점

▪ 브랜드 유치 가능

▪ 해당 업종 역내 미입점

▪ 브랜드 유치 혹은 직접 런칭
가능

지하철 상가 점포 입점 관련 일본 사례 비교

도표13

현재 네트워크 임대단위는 대부분 약 20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임대단위 확대 시, 협상력 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함

브랜드별 네트워크 임대단위 현황, 점포 수

53

14

22

20

15

많은 업체들이 "점포 수 1위"를 목표로 삼고
담당부서를 소위 "압박"하고 있다.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시 업체들은 더 많은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계약을 따내려 할
것이다.

- 前 역사 내 편의점 출점 담당자

업체들은 "지하철에만 가면 우리 브랜드를
볼 수 있다"는 인지도 측면에서의 효과를
매우 중시한다. 임대단위 확대 시, 이 같은
효과가 더욱 강화되어 임대단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 前 역사 내 편의점 출점 담당자

▪ 임대단위 확대 시, 추가적인 협상력 강화 가능
▪ 강화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임대단가 상승 및
유리한 조건으로(예. 매출연동+최소보장금
설정) 계약 가능

지하철 상가 임대 단위 관련 현황

7

47

41

16

15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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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형 임대 확대

일반적으로 역사 내 점포는 시민의 이동 동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성' 구

매 형태(예. "책을 사야 하니까 서점으로 가자") 보다는 '충동적' 구매 형태(예. "저기 

핸드폰 케이스 예쁘네. 한번 볼까?")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

다. 그러나 해외선진사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지하철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목적성 

구매 형태를 높이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성공 시 그 효과가 클 수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점포의 일정 퍼센트를 소상공인에게 

임대하는 방식 또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시

민들이 역사에 가면 어떤 제품에 대해 품질이 보증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인지하는 것

이 중요한데, 동일한 품질,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여러 개의 역사에 배치하

는 네트워크형 임대를 통하여 이러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입점 업체들도 여러 

역사에 입점함으로써 초기투자부담 감소 및 관리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역마다 서로 다른 점포들이 입점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예. 메트로 입점 카페는 84곳, 이 중 가장 

큰 네트워크는 20곳에 입점) 향후 네트워크형 임대를 늘림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임대

료 증대 효과는 2020년 기준 최대 약 250억 원으로 추정된다.

[도표15: 업종별 입점 역사 수]

3) 입점 매장 매출 관리

현재 양 공사는 상가로부터 계약된 임대료를 받는 형태이며, 상가의 매출을 파악할 

필요성이나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가의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입

점 업종, 운영자를 결정하고 임대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양 공

사 상가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점, 소액 현금 결제가 많다는 점에서 매출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통념이었으나, 

이는 공사가 직접 POS 시스템(Point of Sale, 상점이 매출 기록을 취합하는 시스템)을 



2928

업종별 입점 역사 수

편의점, 카페, 화장품 점포는 거의 서울메트로 전 역사에 입점하고 있음편의점, 카페, 화장품 점포는 거의 서울메트로 전 역사에 입점하고 있음

업종별 입점 역사 수
개, 서울메트로 전체 역사:120개

73

39

64

48

13

38

53

편의점 카페화장품 제과

63

22

95

53

15

92

20

84

이동통신의류 잡화

최다 입점 업체 매장 수

도표15

설치하고, 향후 재계약 시점에서 상점 업주와의 계약에 모든 거래를 입력하도록 하고, 

위반을 신고하는 고객에게 적정한 포상을 약속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4) 광고주 다각화

현재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내 광고는 병원 광고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광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미관 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해외선진사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메이저 광고의 유치를 통하여 역사 내 광고

의 통일성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시

민 설문 조사 결과 90%이상의 시민이 메이저 광고가 역사내 미관을 향상 시킨다고 응

답했으며, 이를 통해 양 공사의 경영 적자를 줄이는 것에 적극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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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지하철 역사내 광고 관련 규제, 매체사와의 계약 구조 및 매체사의 영업역

량 부족 등의 장애물이 존재하여 메이저 광고주 유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 공사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가

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디자인의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서

울메트로 3호선에 시범운영 중인 매체사 운영방식을 전 노선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광

고효과 DB 구축을 통해 매체사의 영업을 지원하는 등 자체적인 영업역량을 강화할 것

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2020년 기준 양 공사 합 최대 약 770억 원의 수익 증대가 기대

된다. 

5. 제언 Part 3. 양 공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

서울시의 지하철 양 공사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구매 및 투자비용 절감", "공유

가능 업무의 확대" 등을 통해 다각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기회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 

양 공사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실현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2012년 기준 

약 4천만원 수준). 이에 금번 연구용역에서는 양 지하철 공사의 향후 4개년(~2017년) 

간 모든 구매 및 투자 세부 계획을 분석하고 홍콩의 양대 지하철 공사 간의 최근(2007

년) 합병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홍콩 지하철 합병 과정에 관여한 실무진 인터뷰 포

함) 양 공사 간 새로운 시너지 영역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주요 

개선기회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발주를 통한 구매비용 절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양 공사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

업에 대해 공동발주를 실시할 경우, 발주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구매단가가 하락하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래 도표에 표시된 바과 같이,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낙

찰 하한률을 따르는 현 계약 규정을 고려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발주규모가 늘어남

에 따라 낙찰 하한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표16: 발주 물량 증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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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적격심사 낙찰가 하한율 변화] 이는 공사를 수임한 업체의 입장에서 발주규모가 확

대될 경우, 비용의 주요 요소인 장비활용률 등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비용을 낮출 수 있

기 때문이다. 공동발주를 통한 경영개선 기대효과는 2014~2017년 기간 중 연간 약 5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 공통 조직 일원화를 통한 인력 효율성 개선

양 공사의 본사 및 현장근무 전반에서 공동 운영이 가능한 업무들이 관찰되며, 

이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할 경우 인력 투입 필요 규모가 약 480명(Full Time 

Equivalent)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임금 수준을 적용하면 연간 약 300억 

원 수준의 경영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도표17: 양 공사 업무 분석을 통한 인력 투입량 절감 효과 추정]

업종별 입점 역사 수

편의점, 카페, 화장품 점포는 거의 서울메트로 전 역사에 입점하고 있음편의점, 카페, 화장품 점포는 거의 서울메트로 전 역사에 입점하고 있음

업종별 입점 역사 수
개, 서울메트로 전체 역사:120개

73

39

64

48

13

38

53

편의점 카페화장품 제과

63

22

95

53

15

92

20

84

이동통신의류 잡화

최다 입점 업체 매장 수

도표16

대부분의 공사가 10~50억 의

규모로 발주되고 있음

100억 단위로 공사 물량 통합 시

79.995%로 낙찰 하한율을

낮출 수 있음

300+억의규모로 통합 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가능하여
추가적 비용 절감이 예상됨

발주 물량 증대에 따른 적격심사 낙찰가 하한율 변화1

1 국가/지방계약법과기타 예규에 준함

낙찰가 하한율
퍼센트

공사 규모
억 원

10 50 100 300

최저가

79.995

85.495

86.745

87.745

200

6.75%

%

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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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사업 공동 추진을 통한 역량 강화

양 공사는 각각 철도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을 향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물적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양 공사가 이러한 노력을 공동으

로 추진할 경우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고, 역량 및 실적 측면에서도 경쟁력 제고가 예

상된다. 지하철 운영사의 협력에 관한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 2007년 홍콩의 사례와 

같이 매출 증대 및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2개의 지하철 운영사를 통합한 사례가 확인

되고 있으며, 많은 도시들은 하나의 운영 주체를 가져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

고 있다. 복수의 운영 주체를 가져가는 도시들의 경우도 대부분 공영운영사가 있을 경

우 민영운영사를 추가로 도입하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으며, 공영운영사를 복수로 유지

하는 서울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 서울시의 메트로 9호선이 민영운영사의 추가 도

입 추세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서울시의 경우도 양 지하철 공사간 인력중복을 구매, 

본사

현장

지원부서(예. 재무, 
HR, 법무, 홍보 등)

역무

R&D

신사업

운수운영

관제

차량

기술

승무

Call center

총합

양 공사 업무 분석을 통한 인력 투입량 절감 효과 추정

조직 분류

FTE, 2012

도철 시너지 기회 근거메트로

▪ 대부분의 업무가 중복되고, 업무량 증가에 따라
필요 인원수가 비례하여 늘지 않음

▪ 중복 업무에 대한 인원 절감 가능한 도철 내
신사업 인력 수가 적어 통합 효과가 제한됨

▪ 양 운영사 간 환승역에 대해서 업무 효율화로
인한 중복 인원 절감 가능(예. 역장)

▪ 업무 성격은 유사하나, 업무량에 비례하여
인원수가 필요함

(~104) ▪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시, Supervisor, 시스템
유지보수, 사무지원에 대한 중복 인원 절감 가능

▪ 완전 통합(외주)(~14)

(~211)

(~301)

(~140)

198

외주

1,905

2,003

43

224(현업
97명 포함)

381

265

2,038

2,058

209

28

2,110

1,682

75

~30

315

226

1,128

820
(+400 외주)

H

L

M

L

H

H

9,115명6,594+a명 483 명

L ▪ 각 운영사 유지보수 부품 국산화 및 스펙
공통화를 위해 인원 유지 필요

▪ 업무 성격은 유사하나, 업무량에 비례하여
인원수가 필요함

M

▪ 업무 성격은 유사하나, 업무량에 비례하여
인원수가 필요함

L

▪ 양 운영사 중정비창 최적화를 통한 기지 통폐합
시 인원 절감 가능

= 306억 원/년1(본사 111억, 현업 195억) 

1 메트로와 도철의 신사업 분야가 거의 중복되고 메트로 대비 도철의 인력이 매우 작아 통합 시 도철 인력 수 만큼 절감 가능함을 가정함
2 메트로와 도철간 환승역 23개 중 현사 위탁의 형태로 1인 역장을 두고 있는 2개 역을 제외한 21개
3 평균인건비 6,500만원 적용(양 운영사 평균). 관제 및 콜센터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에 의한 감가상각(15년)을고려함

(~164)H

도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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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가 지하철 운영사 현황

도시 운영사 명
운행
시작연도

연 평균
승차객 수 노선 수소유주운영사 수

▪ New York City Transit 
Authority(NYCTA)

▪ 뉴욕 ▪ 17억 ▪ 24▪ 정부 ▪ 1904▪ 1

▪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RATP)

▪ 파리 ▪ 15억 ▪ 16▪ 정부 ▪ 1900▪ 1

▪ London Underground 
Ltd(LUL)

▪ 런던 ▪ 12억 ▪ 11▪ 정부 ▪ 1863▪ 1

▪ Berliner 
Verkehrsbetriebe(BVG)

▪ 베를린 ▪ 5억 ▪ 10▪ 정부 ▪ 1902▪ 1

▪ MTR Corporation Limited▪ 홍콩 ▪ 16억 ▪ 22▪ 정부
76%

▪ 1975▪ 11

▪ Tokyo Metro
▪ Toei Subway 등

▪ 도쿄 ▪ 31억 ▪ 9
▪ 4

▪ 정부
▪ 민간

▪ 1927
▪ 1960

▪ 2+

▪ Shenzhen Metro 
Group(SZMC) / MTR

▪ 선전 ▪ 8억 ▪ 4
▪ 1

▪ 정부
▪ JV

▪ 2004
▪ 2010

▪ 2

▪ SMRT Corp
▪ SBS Transit

▪ 싱가
포르

▪ 7억 ▪ 3
▪ 2

▪ 민간
▪ 민간

▪ 1987
▪ 2003

▪ 2

▪ 베이징 ▪ 25억 ▪ 14
▪ 1

▪ 정부
▪ JV

▪ 1953
▪ 2006

▪ 2 ▪ Beijing Mass Transit Railway 
Operation Corp / Beijing 
MTR Corp

▪ 상파
울로

▪ 9억 ▪ 3▪ 정부
▪ 민간

▪ 1974
▪ 2010

▪ 2 ▪ Companhia do 
Metropolitano de São Paulo 
/ViaQuatro

1 2007년 HK MTR과 KCR의 합병 이후로 하나의 운영사로통합 운영되고 있음

대부분의
선진도시는공공성
보장과 통합
운영으로 인한
효율성을 위해
하나의 지하철
운영사를 둠

신흥 개발/성장
도시의 경우, 민간
운영사를 추가
유치하여 신규 노선
확충의 재원 마련과
운영 개선을 추구함

예외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복수
운영사가 존재함

1

2

3

도표18

신규사업 등의 분야로부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도표18: 타 국가 지하철 운영사 현황]

6. 제언 Part 4. 다각적인 경영개선 지원방안 모색

앞서 제안한 각 공사의 개선 활동을 실행하고, 서울시가 공표한 물가인상 수준에 

따른 운임 인상이 향후 2020년까지 추진될 경우 양 공사는 적자를 벗어나 경영정상화

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노후화되고 있는 지하철시설에 대한 

개선과 시민 요구에 따른 시설 업그레이드 등의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

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경영개선 지원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서울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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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및 재정지원을 통해 시설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해외사례와 같이 시재정에 의존할 경우 필요한 수준의 투자를 충분히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 등과 같이 지하철 운영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서울시가 유연하게 도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양 공사의 재

무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역사명 병기

최근 해외(예. 두바이) 및 국내(예. 인천, 부산)의 다수의 지하철 운영사들이 지하철 

안내 시설물에 역명과 함께 기관명을 병기하는 역명병기상품을 각종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판매함으로써 부가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서울시

는 공공성 저해 및 시민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역사명 병기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하

지만 금번 연구용역 중 프로젝트 팀의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시

민은 오히려 역사명 병기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역사

명 병기와 관련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금번 연구용역은 승객 수가 많

은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명 병기 유상판매를 시범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용성과 

시민의 수용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도표19: 역사명 병기 유상판매 아이디어 소개]

[도표20: 역사명 병기 아이디어 관련 서울 시민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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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외에도 2013년 9월부터 마드리드 지하철 '솔 광장'역을 '보다폰-솔'역으로개명함. 3년간 300만 유로(약 46억원) 지급

사업 모델배경

▪ 지하철 안내 시설물에역명과 함께 기관명을 부기하는
역명부기상품을각종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판매

– 변경시설물: 폴사인, 캐노피노선띠 역명판, 
타원역명판, 기둥역명판, 스크린도어 역명, PSD
단일노선도 변경

▫ 전체노선도는 공간이 부족하고 노선도가
지나치게 혼잡해지므로 역명 부기에 어려움

▫ 설치위치: 역사 외부 출입구, 외부출입구, 승강장, 
승강장 기둥, 대합실 및 전동차

▫ 추가로 차내 안내방송 변경

▪ 정해진 계약절차 및 조건에 따라 역사 선정

– 1역 1기관 역명 부기 원칙

– 모든 계약은 공개 경쟁입찰, 총액입찰, 최고가 낙찰

▫ 공고를 내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계약 조건에 따라 역사 선정

▫ 계약기간 5년

▫ 역사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기관/업체

- 예. 역사 반경 2km 이내의 다중이용 시설

▫ 지하철 이미지 및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업체

▫ 추후 위반사항에 따른 부기 취소 가능

– 5개역을 우선 시범 시행한 후 점차 확대

– 출입구역 유상판매는 즉시 시행 가능

▪ 현재 병기/부기표시가 된 기관들을 유상판매로 전환

– 현재 이미 병기/부기 표시가 된 역사들을 대상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유상판매로 전환

– 예. 코레일 약 40개 기존 역사 역명 부기 유상판매

▪ 계약 기간: 10년

▪ 계약 가격: 역사 위치, 유동인구 수 등을 바탕으로
가격이 산정됨

– 최대가격은 연간 370억에 달함(Nakheel역)

– 최소가격은 연간 20억 수준

판매 대상

계약 구조

▪ 전체 역사 중 23개 역사 및 2개 노선의 역사명을
Nakheel, Emirates Airlines, Sharaf DG, First 
선도기업에 판매하여 연 800억 이익 창출

해외지하철 1(두바이 RTA)의 역사명 판매

▪ 부기: 공식역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떤 역 내의 역명판, 역사
외부의 역간판, 출입구의 역간판 등 시설물 아래에 부기하여(곁들여서) 
사용되는 역명

▪ 국내/외 지하철 운영사들은이미 역사명 유상판매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 코레일 약 40개 역사 역명 부기 유상판매

– 인천교통공사 총 29개역 중 17개역 부기 판매

– 부산, 대구 지하철 또한 각각 약 17개, 8개역에서 시행

▪ 국내의 경우, 민원 증가 및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등에 대한 반대여론 미미함

역사명 병기 유상판매 아이디어 소개

도표19

Q1. 역사명 병기 수익사업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생각보다는, 기업을
활용해서 적자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큰 것 같다

- 27세, 서울시 마포구

Q2. 기존 역사명에 새로운 기업/기관명이 추가되는
역사명 병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는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적응되면
헷갈릴 소지가 없을 것 같고, 지역과 함께
랜드마크가 떠오를 것 같다

- 23세, 서울시 동작구

실제 그 지역의 랜드마크와 연동되면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 편할 것 같고
편의성이 증대될 것 같다

- 27세, 서울시 마포구

그 지역의 상징을 더 잘 연상시켜주는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중략)
병행표기 한다고 해서 혼선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 44세, 서울시 중구

적자 보존 차원에서(역사명 병기를) 할 수
있다면, 기업이 돈을 내는 게 나은 것 같다

- 37세, 서울시 강북구

돈 있는 기업이 홍보도 하면서 환원의
입장도 되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 42세, 서울시 서초구

역사명 병기 아이디어 관련 서울 시민 인터뷰 결과

도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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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구조 개선

지하철 역사 내 상업 시설은 소비자 행동 특성 및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일반 상권 

대비 상이하므로 이에 맞는 역사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지하철의 운송 수단

으로서의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용역에서 

20여 개의 주요 역사에 대해 수행한 역사 구조 및 승객 동선 분석 결과, 기존 역사 설

계 시 상업적인 측면(예. 상가 및 광고 배치 등)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하철 역사 구조 설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언한다. 단기적으로, 상업성을 고려한 지하철 공간 설계 

대원칙에 근거하여 현 역사 내 공간 재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예. 실제 승객 동선

을 고려한 역사 내 상점 재배치, 역사 별 승객 특성에 맞는 업종 선정, 상업 공간에 대

한 가시성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등). 장기적으로는 신규 역사 설계 시 양 공사의 적

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편의와 상업적 가치 간의 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제안한다.

[도표21: 역사 구조개선 검토 배경 및 방안] 

[도표22: 지하철 역사 내 상업 시설의 차별적인 설계 및 운영 필요성] 

[도표23: 승객 동선 분석을 통한 Dead zone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도표24: 고객 특성을 고려한 매장 배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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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배경 아이디어 소개

▪ 지하철 역사 내 상업 시설은 일반 상권과 소비자
행동 특성 및 물리적 환경이 상이하므로 이에
맞는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함

▪ 특히, 지하철의 운송수단으로서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고려한 역사 설계가 필요함

▪ 그러나, 기존 역사 설계 시 상업적인 측면(상가
및 광고 배치 등) 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음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현
시점에서, 향후 신설되는 역사의 상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역사 설계 개선안의
권고가 필요함

현재 역사 도면 파악 및 현장 답사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원칙들이 도
출되며, 이를 신설역사 설계 시 적용 및 기존역사에도 부분적 적용 고려
할 수 있음

역사를 설계할 때, 상가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는다. 운영사가 건설된 역사를 맡은
후에야 자투리 공간에 상가를 조성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 도시기반시설본부

1~4호선 대비 5~8호선 역사 구조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상가임대수익 극대화를위해
추진된 내역은 없다. 상가임대수익
극대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 도시기반시설본부

운송수단으로서 시민편의와상업적
가치간의 균형 유지

제한된 물리적 공간의 활용도 극대화

공간별 특성에 맞는 시설배치로 공간가치
극대화

이용객 특성을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공간 조성

▪ 역사별 이용고객의 특성 및 구매동기를
감안하여 필요한 품목을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게 함

▪ 승객의 상업시설/편의공간/기계시설 각각의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공간가치
극대화

▪ 지하철 역사 내 제한된 물리적 공간의
낭비가 없도록 승객 동선 및 가시성을
고려한 설계 필요

▪ 모든 공간 설계는,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본연의 목적 달성을 크게 방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1

2

3

4

원칙

역사 구조개선 검토 배경 및 방안

도표21

지하철 역사 내 상업 시설의 특징 지하철 공간 설계의 대원칙 및 실행방안

▪ 유입 인구
– 유입 인구 구성(성별, 연령 등) 

에 대한 통제력 없음. 역사
위치 및 노선에 따라 결정됨

– 고소득층 비중 낮음
–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고객

비중 매우 높음(출퇴근 등)
– 대부분 지하철 승차가 주

목적이고 시간에 민감함
– 방문 이후 지하철, 버스, 도보

등으로 이동해야 함

▪ 물리적 환경
– 쇼핑 환경에 제약이 있음(넓이, 

층고, 조명, 환기 등)
– 역 진입로, 개찰구, 층간

이동통로에 의해 이동 경로가
결정됨

– 역사 주변에 상권이 발달됨

▪ 제 1원칙으로 모든 방안 실행 시 고려

▪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공간활용도 높이는 동선 설계
▪ 목적지가 되는 공간을 Dead zone에 배치해 추가동선 창출
▪ 상업공간의 가시성이 확보되는 공간 설계

▪ Traffic이 집중되는 공간에 기능실 대신 상업시설을 배치
▪ 쉼터, 독서실 등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장소를 비교적
덜 복잡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 배치

▪ 역사별 유입 고객 특성 및 구매동기를 감안하여 고객 니즈에 맞는
상가 선정 및 배치

▪ 기존의＂낮은 품질/저가 쇼핑" 이미지를 탈피한 업그레이드된
쇼핑환경 제공

1

2

3

4

운송수단으로서 시민편의와 상업적 가치간의 균형 유지

제한된 물리적 공간의 활용도 극대화

공간별 특성에 맞는 시설배치로 공간가치 극대화

이용객 특성을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공간 조성

a
b

d
e

f

g

c

지하철 역사 내 상업 시설의 차별적인 설계 및 운영 필요성

도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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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간식류

(빵, 커피)
저가의복
(옷, 신발)

저가
패션 잡화

휴대폰
액세서리

휴대폰 렌즈/안경
저가
화장품 약국 장난감

브랜드간 차별점이 불명확해
비교구매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것

오감을(특히 시각 및 후각)
자극하는 것

가격이 저렴해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

남녀노소 다양한 유동 인구가
구매할 수 있는 것

일상에 없으면 불편한
것(=주말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지상 상권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것

출근/등교 후 및 귀가 후 주로
사용하는 것

점포 공간이 넓지 않아도 되는
것(특히 Depth)

기존 예시적 신규

예시적
고객 특성을 고려한 매장 배치 방안

승객이 다니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은 공간에 목적지가
되는 점포를 배치할 경우…

… 새로운 동선을 창출해 해당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는화장실 외에 새롭게 동선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음

▪ 향후 SPA브랜드, 슈퍼마켓, 각종 승객편의서비스를(예. 구두수선, 애완견보호 등) 
적극 유치해 비활성공간에 배치하여 새로운 동선을 창출할 수 있음

Hot zone

1번, 9번 출구 방향에
홍익대가 있어
유동인구가 매우 많음

Dead zone

2번, 8번 출구 밖에는
별다른 목적지가 없어
유동인구가 없음

▪ 목적지가 되는 시설/점포
입지(예. SPA브랜드, 
슈퍼마켓, 화장실 등)

▪ 해당 목적지에 가기 위해
추가적인 동선 창출

과거 승객동선
신규 승객동선

서울메트로사례
승객 동선 분석을 통한 Dead zone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도표23

도표24



3938

3)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은 지하철 유관 자산개발에 양 공사를 참여시켜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공사에 전달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지하철 역사 주변 지하공간 및 지상 공간이 

포함되며, 개발 자산은 해당 지역에 부족한 기능(상업, 주거, 사무 등)을 보충하고 교

통 환승 센터 등 시 개발 정책에 부합할 수 있다. 홍콩, 일본 등은 이러한 형태로 막대

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도표25: 홍콩 MRT 30년간 100여건 부동산 개발 사례](예. 

홍콩의 경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한 수익이 전체 매출의 약 25~30%에 달함) 현재 

이러한 사업들이 일부 고려되고 있기는 하나,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 공사, 기관이 포함

된 형태로 전반적인 개발 계획(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가)을 수립하고 정책적 합

의를 도출해야 효과적인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용역에서는 양 지하철 공사 소

유 부동산 부지에 대한 역세권 개발 기회를 분석하고 30개 주요 역(일일 이용 승객 수 

홍콩 MTR 30년간 100여건 부동산 개발 사례

▪ 홍콩 MTR은 지난 30년간
도시의 개발과 성장과 함께
100여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옴

▪ 현재 수익은, 과거 개발한
부동산의 임대료 및 일부
신규 개발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함(예. 공항노선 신설과
연계된 역세권 개발 등)

▪ 서울메트로의 경우, 기존
노선 역세권 개발의 기회는
제한적이므로, 향후 신도시
및 노선 확장지역 , 
지하개발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 해야 함

HK MTR은 30여 년간의 도시개발과 더불어 100여 건 이상의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 진행함HK MTR은 30여 년간의 도시개발과 더불어 100여 건 이상의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 진행함

홍콩 MTR이개발한
부동산

도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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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대한 집객력, 상업성 및 지하아케이드개발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였다.

[도표26: 역사 확장형 지하 아케이드 개발 케이스 - 일본 도쿄메트로]

[도표27: [싱가포르] 지하 아케이드 개발을 통한 보행자 편익 증대 및 수익 창출]

[도표28: 싱가포르의 정부 주도 지하 아케이드 개발 사업 추진 과정]

[도표29: 역세권 개발사업 육성을 위한 시정부 및 양 공사 협업 필요성]

도쿄메트로는 지하 아케이드를 건설하여 상가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에의 시사점

▪ 역간 도로(시유지)를 활용하거나 역
근접 시유지를 활용해 지하아케이드
건설 가능

– 역간 도로 활용 시, 두 개 역 중
환승역을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성 극대화

– 역과 인접한 시유지가 있고, 해당
시유지에 지하를 활용한 건축물이
없을 시 개발 가능

▪ 개발된 지하아케이드를 철도시설로
지정하여 사업성 극대화 필요

▪ 사유지를 활용한 지하도시 개발은 토지보상비로 인해 사업성이
낮지만, 역간 도로 및 주변 시유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할 경우 사업성
및 실행의 신속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음

▪ 저류시설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함께 구축할 수 있으며 도보
혼잡도를 경감하는데 기여함

Ikebukuro

▪ 2009년 개발 완료

▪ 점포면적 1,400m2 규모로
개발(총 면적은 3,000~ 
4,000m2으로 예상)

▪ 패션, 액세서리, 베이커리, 
레스토랑 등 40개 점포 입점

도쿄메트로는 지하 아케이드를 건설하여 상가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Omote-
sando

▪ 2005년 개발 완료

▪ 점포면적 1,300m2 규모로
개발(총 면적은 2,000~ 
3,000m2으로 예상)

▪ 패션, 베이커리, 레스토랑 등
26개 점포 입점

역사 확장형 지하 아케이드 개발 케이스 – 일본 도쿄메트로

도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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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ty Hall MRT역, Esplanade MRT역 2 Marina Square, Suntec City Mall      3 Marina Mandarin Singapore, The Pan Pacific Hotel Singapore 등
4 Millenia Singapore, Esplanade - Theatres on the Bay 5 Marina Bay MRT역, Raffles Place MRT역, Downtown MRT역 2013년 4Q 완공예정
6 One Raffles Quay, Ocean Finance Center, Asia Square, Ascott Singapore Raffles Place 등

공통적 특성

▪ 통행량/유동 인구가 많아
혼잡도가 높은 곳에 지하
보도를 설치하여 시민의
편익 증대
– 날씨에 관계 없이

전천후 통행 가능
– 횡단보도 없이 안전한

보행 가능(특히, 
장애인 보행 편익 증가)

▪ 지하철 역을 연계함과
동시에 다수의 인접
랜드마크(쇼핑몰, 오피스
빌딩, 관광지 등)를 연결

▪ 주변 환경 및 보행자
특성을 고려하여 상점의
구성을 다르게 함으로써
수익 극대화
– 쇼핑 District에

Fashion & Lifestyle
상점 비중이 높도록
구성

– 오피스 District에
F&B 및 기타 상점
비중이 높도록 구성

공익
증진

네트
워크

주변
환경
고려

상점
구성

특성
▪ 쇼핑 District인 Orchard road에 위치
▪ 2개 MRT역1, 2개 대형 쇼핑몰2, 1개 오피스 빌딩, 

다수의 호텔3, 2개 관광지4 등과 지하 도로로 연결

주도 ▪ Hong Kong land Ltd. 가 개발, 소유 및 운영

총 62개 상점

(편의점, 화장품샵, 
건강식품샵, 잡화점 등) (의류, 액세서리, 신발)

Case 1: Citylink Mall

(음식점, 카페)

Case 2: Marina Bay Link Mall

특성

주도

▪ Hong Kong land Ltd., Keppel REIT, Suntec REIT 
공동 개발, 소유

▪ Raffles Quay Asset Management  관리

총 60개 상점

(편의점, 화장품샵, 
건강식품샵, 잡화점 등)

(의류, 액세서리, 신발)

(음식점, 카페)

상점
구성

▪ 오피스 District인 Central Business 지역에 위치
▪ 3개 MRT역5, 6+개 오피스 빌딩6과 지하 도로로 연결

29

37

F&B

47

그 외

Fashion & Lifestyle

42

37

그 외

F&B

21

Fashion & Lifestyle

[싱가포르] 지하 아케이드 개발을 통한 보행자 편익 증대 및 수익
창출

도표27

배경

목적

▪ 공익성 증진

시내 중심지역의
지하도로
네트워크를 확충, 
연결하여 보행자
친화 도시를
만들고자 함

– 도시 재개발국

내용

▪ 비용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통하여 인근
빌딩/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실 공사비 지원
– 연면적

인센티브1

– 상업시설 운영권
부여

▪ 해당지역 주위 건물
재개발 시 지하도로
개발 필수화2

정부 주도 하에 민간 사업자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하 공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1 사유지 지하 도로가 공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단되면 빌딩의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음, 지상공간과 지하 도로 사이에 연결시설(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설치 시 연면적
추가 증여 2 2012. 8. 30 시행 3 사유지 지하 도로가 공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단되면 빌딩의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음

4 9개 지역 중복 선정 5 Land Transport Authority, Singapore Land Authority, Public Utilities Board(Drainage Department) and 
Fire Safety & Shelter Department

추진과정 설명

▪ 지하철 역과 인근 공용 지역 및 유동인구 많은 시설(예. 
쇼핑몰, 푸드코트, 오피스 빌딩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

▪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없으나, 지하도로 건설 시
연면적 인센티브 제공3

▪ Orchard Road와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지하도로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비용 지원 프로그램
실시(11개 지점 선정)
– 시유지: 건설비 100%(최대 S$14,000/m2) 보상
– 사유지: 사유지 지하 시설 건설비 50%(최대

S$7,000/m2) 보상

▪ 대상 지역 확장(예. Civic District, Bras Basah. 
Bugis, 및 기타 URA의 평가 후 조건 충족 시 추가
지원 결정), 2012년 8월 기준 20개 지점 선정4

▪ 2004년의 비용 지원 금액 대비 2배 증액
– 시유지: 건설비 100%(최대 S$28,700/m2) 보상
– 사유지: 사유지 지하 토지 건설비 50%(최대

S$14,400/m2) 보상
▪ 연면적 인센티브 제공1

지하 마스터 플랜
및 지하철 연계
지하 보도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2001.5.16)

지하도로 개발
인센티브 시행
(2004.3.22)

지하도로 개발
인센티브 강화
(2012.8.30)

▪ 싱가포르 정부의
도시재개발국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주도
– 유관부서

(예. 교통국,  
토지관리국
등4)과
개발에 대한
의견 조율

▪ 대표적 개발 사례
– Citylink Mall
– Marina Bay 

Link Mall

싱가포르의 정부 주도 지하 아케이드 개발 사업 추진 과정

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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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언 Part 5. 단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감축 방안

경영상황 악화의 근본원인에서 언급하였듯이 현 지하철 양 공사는 낮은 수익창출

능력으로 인해 기존채무 상환재원을 신규차입으로 차환할 수밖에 없는 "채무의존경영

구조"이며, 지하철 양 공사의 차입은 주로 도시철도공채, 공사채, 서울시 재정투융자기

금 차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발행기준 강화로 

인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차환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노

출된 상황이다.

▪ 서울시와 협업하여 도시계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및 전문 역량
구축(예. 민간분야 전문가 영입) 

▪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성공시켜서 제도적
지원 정당화 할 Track record 구축
(예. 성수변전소 성공사례 구축)

▪ 도시계획 시,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지하철 운영사의
의견 반영하는 채널 구축
– 예. 도시 계획 TF에 지하철 운영사

직원 포함 등
▪ 도시계획 하에서 역사주변 부지

우선개발권(예.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부 부여

▪ 기존 지하철 노선 및 신설 노선, 지하확장
가능 역사 등 역세권 개발 가능 지역
선제적으로 발굴 및 수익성 분석하여
서울시에 제안

▪ 중장기적으로 필요 시, 민간 소유의
부지를 포함한 개발 방안도 고려(예. 
역세권 부지 소유한 민간업체와 합작)

▪ 지하철 역사 확장, 도시철도 노선 확장
및 신설 계획 수립 시 지하철 운영사와
협업하여 역세권 및 지하공간 개발계획
수립

▪ 지하철 양 운영사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개발 기회에 대한 적극적 검토 및
사업시행 타당성 용역에 대한 허가
– 예. 사당/복정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

▪ 정부가 안심하고 부지개발권을 제공할
정도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고한
부동산 개발 역량 구축 필요

▪ 외부 전문가 영입 및 업계 선도 부동산
개발/건설 업체와 파트너쉽 통한 역량 및
자금 조달

▪ 민간 업체와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규제 상의 지원

지하철 양 운영사의 역할 서울시/정부의 역할

제도적 뒷받침

수익성 높은
개발 대상의
지속적 발굴

수익성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역량

역세권 개발사업 육성 위한 조건

역세권 개발사업 육성을 위한 시정부 및 양 공사 협업 필요성

도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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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동성 위기 속에서 지하철 양 공사의 채무에 대한 과감하고 즉각적인 감

축이 필요하므로 지하철 양 공사 및 서울시와 논의 결과 실행에 합의된 아이디어는 하

기와 같이 정리되었다. 

1) 서울메트로는 미활용 토지, 용답동 골프연습장 및 교육문화센터, 도시철도공사는 

본사인접 유휴토지 및 방화동 임대부지 활용도 증대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상기 방안을 수행하더라도 지하철 양 공사는 '13년에 약 2천억원, '14년에 약 

3천억원의 유동성 위험이 예상된다.

2) '13년의 경우 서울메트로의 기말 여유자금 축소,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만기 

연장을 통해 서울메트로에 배정된 도시철도공채를 도시철도공사로 재배정하는 방안과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방안으로 해소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14년의 경우 현재 안행부는 운영비 충당목적으로는 공사채 발행 불승인 입장이나, 

수익성 개선방안 실행 및 현실적인 운임인상 전제 시 중장기적으로 재무구조개선이 전

망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사채 발행 승인을 재요청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실행 방안

금번 용역을 통해 제안한 경영개선 방안은 수익 개선, 비용 절감, 양 공사 시너지 

실현, 서울시 정책변화를 통한 경영지원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특히, 현재 양 공사의 기존운영방식을 고려할 때 매우 폭넓은 변화를 담

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라는 양 공사의 특성상 실행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행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언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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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방안의 내용에 관한 시민 대상 의견수렴 및 공

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서울시 주무부처와 양 공사 경영진의 경우 경영개선 과제의 실

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개선 추진을 중단하려는 

유인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작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투명

한 정보 공유가 없을 경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소수

의 이해관계자 의견에 의해 개선안의 변경 및 중단이 초래될 위험이 매우 높다. 금번 용

역을 통해 파악된 양 공사 경영상황의 문제점, 해외개선사례, 개선제안에 대한 시민설

문조사결과 등을 양 공사와 시당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실행의 동력을 얻기 위해 매우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개선방안의 실행상황을 치밀하게 모니터링하

고 지원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선방안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양 공사 및 주무부서 주관으로 향후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진

행상황 보고를 정례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9. 연구용역을 통해 예상되는 지하철 양 공사의 2020년 전망

1) 경영수지 흑자 전환

금번 용역을 통해 제시한 경영개선안이 실행되지 않은 채로 지하철 양 공사의 운영

이 지속된다면 2020년 기준 총 약 5,5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지하철 양 공사 내부의 경영개선과제가 실행될 경

우 최대 약 4,000억 원, 양 공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기회 창출시 최대 약 

140억 원의 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되어 2020년 적자폭이 -1,360억 원으로 급감할 전망

이다. 더불어 서울시 관련 정책변화를 통한 경영개선 지원이(예. 역사명 병기, 역사구조

개선 등) 이뤄질 경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표30: 연구 용역을 통한 2020년 경영수지 개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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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을 통한 2020년 경영수지 개선 전망

2020년 영업이익, 억원

0

서울시
협의안 효과

현상유지
시 2020년
경영수지
예측

2020년
개선된
경영수지

-1,360

양 공사 간
시너지 효과1

-5,500

140+

도시철도공사
경영개선
효과

1,400

서울메트로
경영개선
효과

2,600

A

1 양 공사의 완전 통합 없이 실현 가능한 개선안의 효과만을포함함

도표30

2) 양 공사 시너지를 통한 세계 선도 수준의 운영 효율성 확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성공적으로 시너지 달성을 도모할 경우 세계 선도 수

준의 운영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 공사는 수송객 수, 운행 거리, 역사 수 등 가시적인 규모 측면에서 세계 2위

의 지하철 운영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양 운영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신사업 노력이 일원화됨에 따라 실행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너지 측면의 가장 큰 효과는 효율성 개선에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분야

의 경우 2배로 커진 규모를 바탕으로 확보한 협상력을 통해 더욱 낮은 가격으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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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와 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양 공사가 분리된 상태에서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획기적인 효율성 개선효과를 양 공사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협력체계를 통해 전면적

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3) 투자 확대를 통한 대 시민 서비스 강화

현재 지하철 양 공사 설비의 많은 부분이 노후화되어 재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악화된 재정상태로 인해 필요한 투자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번 연

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개선안이 실행될 경우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투자여력

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대 시민 서비스 강화로 직결될 수 있다.

가장 큰 개선효과는 전동차 및 역사 내 혼잡도 경감이다. 현재 서울시의 러시아워 

시간대의 지하철 혼잡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재정여건 개선을 통해 최신 신

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동차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소위 '지옥철' 현상을 개선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역내 구조 공사를 통해 비좁은 환승통로, 출입구를 개선하

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승객의 쾌적한 이동 및 환승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시민의 생활 편의 측면에서도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더욱 다양한 브랜드 점포

를 역내 유치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상품/서비스를 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깔끔한 인테리어 및 호객행위가 없는 브랜드 점포 비중이 높아져 쾌적한 역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10. 맺음말

1천만 서울시민의 중추적 교통수단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는,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본연의 목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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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으나, 영업적자가 20~30% 수준에 달하는 심각한 경영악화로 인해 향후 필요

한 안전 및 노후화 대비 개선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양 

공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홍콩 MTR, 싱가포르 SMRT사와 같은 선진운영

사 수준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비운임 사업의 과감한 확대, 비용구조의 합리적 개선, 

양 공사의 협력 시너지 실현 및 서울시의 유연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한국의 민간기

업들이 자동차, 전자, 조선 분야에서 세계일류기업으로 도약한 것을 감안할 때,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가 홍콩과 싱가포르의 운영사를 초월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지하철 양 공사와 서울시 주무부처는, 금번 용역을 통해 분석된 현재의 경영

악화 문제점, 해외선진사례, 개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 및 시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지하철 운영의 개선에 대한 시민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종 확정될 경영개선안 실행으로, 2020년까지 양 공

사의 경영흑자 달성 가능하고, 이와 함께 양 공사의 미래시설투자를 위한 자체적 재원

마련도 용이할 것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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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용역 개요

 � 본 자료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진행한 서울시 경영개선 용역 중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 공사를 대상으로 26주(각 14주, 12주) 진행한 용역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임.  

 � 본 용역은 만성적인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 대규모 시설 재투자가 필요한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단/장기채무 감축 및 경영 

개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용역의 범위에는 양 공사 현황 진단, 개선점 도출 외에도 서울시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과거 실적 분석, 해외 사례 벤치마킹, 외부 전문가 인터뷰,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 제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양 공사 주도하에 실행 계획 수립으로 연계함.

 � 이 과정에서 양 공사 및 서울시 관련 부서 실무진이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며, 주요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양 공사 경영진 및 서울시 책임자 및 자문위원들에게 주기적인 

서면 및 구두 보고를 통해 의견을 구하였음(메트로 임직원 워크샵 3회,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워크샵 3회, 서울시 워크샵 1회, 서울시장 참석 보고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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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 SH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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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발간의 취지 

본 자료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진행한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용역' 중 SH공

사를 대상으로 20주(본 과제 14주, 실행지원 6주) 동안 진행한 용역 결과를 정리한 것

이다. 본 용역은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운영 효율성/효과성 개선을 위해 진행

되었으며, 본 자료는 용역을 수행한 맥킨지와 삼일회계법인의 관점에서 도출된 개선안

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이의 최종 선택 및 수정, 개선의 노력을 위한 정책화 등은 향

후 서울시가 결정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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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공사의 현황 

SH공사는 1989년 서울시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된 이후,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

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141,000호와 분양주택 81,000호를 공급하는 소

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SH공사는 현재 어려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째, 재무적 측면에서 SH공사는 2012년말 기준으로 사상 초유의 규모인 12.6조

원 수준의 채무와 함께 공사 설립 이후 최초로 약 5,400억원 수준의 당기 손실을 기록

하였다.

둘째, 저가의 대규모 개발가능 나지를 활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향후 나지 고

갈로 인해 분양사업 등을 통한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적자 구조인 임대사

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 SH공사는 향후에도 만성적 영업 적자 구조를 지속할 위험을 맞

이하고 있다.  

셋째, 현재 주력사업인 "분양사업", "순수 택지개발사업(주택 건설 목적이 아닌 순

수 택지의 매각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이 앞서 언급한 저가의 개발가능 나지 

및 그린벨트부지의 고갈로 인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SH공사

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역할모델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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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공사 경영악화의 근본원인

1) 채무급증의 근본 원인

SH공사의 채무가 2002년 대비 약 52배 증가한 12.6조원까지 확대된 가장 큰 원인

은, 은평, 마곡, 문정지구 등 "선투자 후회수" 성격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SH공사

의 재무적 역량을 초과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점에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초기 투자금액이 크고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정책 변화 및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

라 높은 사업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개발해야 될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것이다(참고로, 택지개발사업은 투자에 5년 이상, 

회수에 8년 이상이 소요되며, 임대주택사업은 건설에 3년 이상, 회수에 30년 이상이 소

요된다).  

[도표1: SH공사의 사업흐름 변동 추이]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동시다발적 추진의 근저에는, 

사업의 재무적 위험 및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부재"가 근인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H에게 

요구하는 사업은 반대나 치밀한 검토 없이 SH공사가 집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환경 

변화 전망에 따른 위험성 및 SH공사의 경쟁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판단 없이 다수

의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점이 확인되었다. 명확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의

해 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와 서울시와의 공식적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미래

에도 반복된다면 SH공사의 채무누적은 향후 지속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진다.   

2) 만성적 영업적자구조 전환의 근본 원인	

최근까지 SH공사는 서울시 내에서 저가의 개발 가능 나지를 활용해 분양 및 순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임대 주택공급" 등 영업적자인 

사업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서울시 내 대규모 개발가능 나지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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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흐름 분석

1 임대사업 외 손익: 당기순이익-임대사업손실

SH공사 사업 분류

택지개발 사업

기타 사업(PF 등)

도시재생 사업

주택임대 사업

주택분양 사업

204 343 418 
76 

730 

2,081 

4,523 
4,153 

4,946 

7,768 

(1,507)(131) (148) (181) (212)
(446)

(718)
(1,066) (1,221)

(1,587) (1,875) (1,97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0.2 0.3 0.8 

2.6 

6.6 8.5 
8.9 

13.6 
12.8 12.3 12.6 

'02 '06 '12

 채무 증가 추이(조원)

임대외사업 1

임대사업

"임대 외 사업의 비중이 증가
하기 시작한 '06년부터 채무
가 급격히 증가"

단위: 억원'02년~'12년 사업별 손익 추이와 채무증가 추이

SH공사의 핵심사업인 임대사업과 임대 외 사업과의 균형이 고려되어 수행되던 흐름이, '06년부터
는 깨져 임대 외 사업이 그 범위를 과다하게 초과하기 시작함

도표1

갈로 인해 SH공사의 사업구조는 재무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여력 감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사업 수행환경 악화

로 사업 재원 조달에 지속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도표2: 향후 사업환경 악화요인] 

그러나,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SH공사의 경영방식 및 사업구조는 

저가의 개발 가능 나지에 의존한 과거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SH공사 내부적으로는 임

대주택 공급의 원가 측면에서 민간 임대주택 건설사 및 LH공사에 비해 높은 원가구조

(예. 가스오븐, 원목 신발장 등의 옵션가구 무상제공)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임대료의 

인상은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관리의 "원가" 상승률인 주거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 및 보조금 수준 또한 전국평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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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 가능 부지 현황

사업 수행 환경 악화 전망

마곡,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그 외 개발가능 지역
▪ 마곡, 위례 신도시 및 보금자리
주택 지역이 서울 시내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임

▪ 이와 같은 대규모 나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

▪ 소규모 그린벨트 나지는 곳곳에 산재
되어 있음

▪ 도시 환경 유지에 강경한 현 정부 기조
상, 그린벨트의 해제를 통한 신규 개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도표2

건설비용이 호당 8천만원 가량 높은 서울시의 사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

주택 공급에 따른 추가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참고로 민간건설사의 경우 토

지가격이 지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서울시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사업의 추진을 시도하

지 않고 있으며 진입 의사 또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2년 SH공사의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마곡, 은평 등

지에 이미 개발된 부지의 미매각으로 인한 재정부담" 및 "은평, 용산 등 PF 사업의 실

패에서 파생된 평가손실"이기 때문에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오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환경의 변화 및 SH공사 사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철저한 경영개선이 

없다면 SH공사의 재무적 위기는 만성적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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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공사 정체성 혼란의 근본 원인	

현황부분에서 진단한 바와 같이, SH공사는 현재 채무누적과 영업적자의 위기 하에

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주력사업 중 하나인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계속 유

지되어야 하나, 나지 고갈로 인해 지난 25년간 수행해 왔던 저가의 대규모 나지를 활

용한 주택분양 및 순수 택지개발사업이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

에 더해, SH공사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존 노후화된 주거 및 상업/공업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도시재생 사업" 또한 현 여건 하에서는 SH공사의 안정적인 수익

원천이 되기 어렵다. 서울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경제적, 제도적 여건이 

불리하고, 설사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SH공사의 구체적인 사업모델 및 핵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SH공사 경영악화의 근본적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후 섹션에

서는 SH공사의 사업구조 재편 및 중장기 사업모델 재정립, 이에 따른 조직 재편, 경영

성과 및 채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도표3: SH공사 주요 개선 영역]

3. SH공사 경영개선 방안: 사업구조 및 조직 재편

1) Part 1: SH공사의 사업구조재편 및 중장기 사업모델 재정립

1-1) 사업구조재편(중단 및 유지 필요사업 구분)

SH공사가 핵심 공공사업인 임대주택, 도시재생 사업 외 다양한 수익 사업을 추

진했던 것은, 저가의 나지를 기반으로 한 비용측면의 경쟁력이 있었고, 또한 수익 사업

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핵심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SH공사

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저가의 대규모 나지" 요인이 상실되는 미래사업 환경 하에서는 

SH공사는 대규모 순수택지 개발 사업, 분양사업 등 주요 수익사업에서 민간 건설사 대

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위험 대비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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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최고 수준

전사적 Risk 평가/감시
프로세스 강화, 조직
구조 개편을 통한 조직
효율성 및 역량 보강

 3개(임대공급, 
임대관리, 도시재생) 
사업 영역에 집중

공공성, 경쟁력/역량 및
수익성을 겸비한 사업의
선별추진으로 재무
안정성 확보

 6개 사업 추진

경쟁력 및 공공개입의
타당성이 낮고 Risk가 큰
사업의 동시 다발적
추진으로 공공사업의
재원 조달에 부담 증가

 임대사업 NPV
~6,600억 개선

개선레버 적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

 임대사업 NPV -1조원
손실 기록

중앙/시정부의 정책 및
SH 사업수행 방식의
비효율로 인한 손익
비최적화

 조직적 비효율 이슈

의사결정,조직구조 및
평가체계의 비효율성,
역량미흡 등으로 인한
조직적 낭비요소 존재

SH의 미래SH의 현재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임대주택 및
재생 전문기업

중장기 Vision 

단기사업
수행방식
단기사업
수행방식

중장기
사업구조
중장기
사업구조

조직 및
역량
조직 및
역량

SH공사 주요 개선 영역

도표3

[도표4: 사업 범위 해외 사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SH공사는 시민을 위한 "공공적 성격"의 사업에 집

중하되, 이중에서 "민간기업 대비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높

은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성이 없는 수익사업은 향후 완전히 중단

하는 과감한 사업구조 조정을 단행할 것을 권고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공급, 임대

주택관리,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성이 높지만, 수익성의 결여로 인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소위 "시장실패영역"이기 때문에, SH공사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수행이 

지속 요구된다(물론 지속 가능한 공공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적 지

원은 강화 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분양사업, 순수 택지개발사업, PF 사업 등은 현재

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향후 대규모 개발가능 나지의 고갈로 인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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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본

독일

일본

싱가포르

한국

HDB 주택 정책 이행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
산하 공사

주택
분양

공공
임대

PF 
사업

도시
재생

사업영역

조직 내용국가

SH 서울시 정책 집행을 위한 공사로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업/산업
단지개발

택지
개발

U.R. 구 일본 주택공단으로 중앙정부
산하에 있었음

DEGEWO 베를린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기관

JKK

L&Q

도쿄 도청 산하의 일본 주택공단

잉글랜드 2위의 주택 조합 NGO로
39%의 영업 마진(2011) 기록함

자료: 전문가 인터뷰

현재 사업 중인 영역

이전에 추진되다 중단한 영역 혹은
부분적/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영역

사업 범위 해외 사례

도표4

가능성이 미미해지거나, 공공성이 미흡한 반면 민간기업들조차 수익을 내기 어려운 여

건이기 때문에 SH공사의 미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 

[도표5: SH의 향후 사업조정 방안 요약]

이와 같은 전면적 사업 재편은 현재 서울시와 유사한 임대주택 사업 환경의 변화

를 20여년 전에 경험한 일본에서도 일어났다. 동경도주택공사(JKK)는 1990년대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심화로 다양한 수익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대규모 개발가능 나

지의 고갈로 주요 수익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JKK는 2000년

대 초반,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예. 도시재생사업에 전체 공사비의 평

균 20% 지원)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도시재생의 소수 사업영역에만 집중하는 과감

한 사업 재편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JKK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에 집중하면서 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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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의 집중 추진영역

SH공사의 사업 재편안

SH공사 사업재편의 기준 사업 재편안

공공성

재무적
안정성

역량 및
경쟁력

서울시 공공정책 추진 소명
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가?

민간대비
경쟁력이 있는가?

주택
사업1

순수 택지개발 사업2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관리

분양

공공관리자 사업3

국공유지 활성화 사업4

기타 재생 사업5

상업/업무용 시설 개발
(PF 포함)

도시
재생
사업

미래에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

1 주택개발에 선행되는 택지 개발 포함 2 주택건설 목적이 아닌 민간 건설업체에 매각되는 순수 택지개발 사업(예. 마곡)
3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등의 사업에서 사업시행 주체인 주민들에게 행정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
4 시행대행 사업으로 지자체/공공기관이보유한 낙후 국공유지 개발사업을 대행하고 추후 사업비 및 수수료 회수 후 개발자산을 반환하는 사업
5 주택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의 시행대행 및 공동/단독시행 사업

도표5

심적인 수익 사업 확대를 통한 재무 리스크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때 단계적으

로 정리된 사업들은 대규모 순수택지 개발, 분양, 다수의 상업 및 공업지역 개발 사업 

등 임대주택 사업 외 기타 수익사업으로 추진되던 영역이 대부분이다.

[도표6: JKK 사업 구조 조정 사례]

1-2) 미래핵심사업에 대한 사업모델 재정립

[핵심사업 1 임대주택 공급사업]

향후 서울시 내 대규모 개발가능 나지의 고갈로 인해 현재까지 SH가 중점적으

로 추진해 온 임대주택 공급 유형인 "대규모 건설형"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거나, 사업 

추진 기회 자체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비건설 대체 유형"(기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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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 주택공사 사업 조정 사례

환경
요인
환경
요인

▪낮은 주택 보급률로
인한 임대 및 분양 주택
수요 증대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택지개발, 분양 사업
호조

▪대규모 나지 고갈, 기존 주택
노후화로 재개발 필요성 증대
▪동경 내 임대주택 과잉공급으로
주택공급률 110% 초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 및
택지 매각 시장 위축

▪ 30만호 이상의 임대주택
관리에 따른 효율성 및
중앙관리 제고 필요성 제고

사업
영역의
변화

▪ 임대주택 공급/관리
▪ 분양주택 공급
▪ 택지개발
▪ 철도 건설 등 기타
정책 사업

▪ 도시재생(태동기)

▪임대주택 공급/관리: 
소규모의 공급 재건축에 중점
▪도시재생. 집중 사업 영역: 

– 공공관리
–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 인력의 중앙 통합화
– 중앙 관리본부가 총괄
– 관리 조직 내 ‘서비스 & 

안전’ 감시단 창설
– 대민 지원 인력 증대

▪장애인, 노인 등 소외 계층
전담 관리팀 창설

임대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다수의 수익 사업
보유

소수의 도시재생 사업 진입
(재정지원 20%)

임대 관리 및 소수의
도시재생 사엽영역에 집중

동경도
주택공사
설립

임대/분양주택 공급에서
소수물량 재건축으로사업의

중점 전환 발표

분양주택
사업
완전 철수

관리사업
대폭 강화

1966 2003 2006 2008

도표6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세대/다가구, 원룸의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건설형 대비 호당 손실이 

약 ~50% 정도 큰 고비용 구조이다. 따라서 매입형 주택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

되는 비용을 감축시켜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조속히 발굴하고 실행해야 한다. 용

역 수행 기간 동안 사업모델 관련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 아이디어들이 도출되었다.

개선 방안 1. 

매입형 주택의 공급물량 대거 확보 방안: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입 단계에서 다수의 물량을 확보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

재 SH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 및 산발적인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물량 확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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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주택을 다수 확보 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 사용자 

및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시간으로 물량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매입 여부 또한 실

시간으로 결정하는 매입 프로세스의 개선을 권고한다.  

개선 방안 2. 

매입형 주택 모집 관련 수수료 절감을 통한 비용 절감: 2012년까지 매입형 주택은 대

부분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신청 받아 확보해 왔으며, 이 때 호당 약 60만원의 중개수

수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매입형 임대주택 모집 채널인 온라인 등록 시스템

을 통해 2020년까지 목표 매입 물량을 확보한다고 가정할 경우 불필요한 중개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현재는 매입 심의 시 신청접수 물량 전량에 대하여 감정평

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탈락한 ~10%의 물량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감정평가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심의 통과된 물량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할 경우 감정 평가비용의 감축이 예상된다. 

온라인 등록 시스템의 활용 및 매입 심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2020년 기준 연 80억

원의 비용 매입 관련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7: 매입형 주택 경영개선 방안] 

개선 방안 3. 

민간의 자산(즉 부지, 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 내 대규모 개발가능 

나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민간 부지

의 활용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구조적 적자로 투자수익률이 -1% 수

준인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저 수

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임대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자

산 제공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률을 제고시킬 것을 권

고한다. 중앙정부의 입법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사업에 제공된 민간 토지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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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지

-278

감정평가
수수료
절감

2

중개수수료
절감

60

현재 수지

-340

개선 방안

심의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절감

b

경영개선
효과

온라인 등록 시스템 도입을 통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절감

~0.3억원~0.3억원

~80억원~80억원

개선의 논거

a

▪현재는 심의 탈락하는 ~10%의 물량에
대해서도감정평가 수행
▪심의 통과된 물량만 감정평가 하도록
프로세스 개선함으로써 비용 절감 가능

▪ 2012년까지 대부분의 매입을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신청 받아 확보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
▪전체 물량을 "온라인 등록 시스템 "을 통해
확보 시 중개수수료 절감 가능

다세대/다가구 매입형 주택 1호당 수지 변화(단위: 만원) 

매입형 주택 경영개선 방안
2020년 연간 비용 감축금액, 억원

▪ 60만원/호

▪ 2만원/호

도표7

유세, 재산세, 상속세 등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민-관 협업을 활성화한 일

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또한, 연기금, 민간 토지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

택 사업의 소명을 전달하는 등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마케팅 등의 핵심 

역량 확보 또한 시급하다. 

[핵심사업 2: 임대주택 관리]

현재 SH공사가 임대주택 주민에게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는 단순한 "시설 관리 

및 하자보수"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특히 영구/공공임대(50년) 주택 주민

들의 낮은 소득 수준에 따른 경제력 배양 필요성, 사회와의 융화 필요성 등의 다면적

인 복지 수요를 감안했을 때 미래의 임대주택 관리는 단순 관리를 넘어선 "선도적 주거 

복지 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 즉, 임대 주택 주민을 "고객"으로 명확히 지향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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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복지 및 관리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 적용이 요구된다.

개선 방안 1. 

기업 1사 1단지 후원 제도 도입: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임대주택 단지의 시

설투자, 봉사 프로그램 제공 등과 연계하는 "기업 1사 1단지 후원 제도"의 도입을 제

안한다. 용역기간 동안 ~3,500여 명의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이들의 ~90%가 본 제도 도입에 찬성하였고 기업들 또한 고갈되고 있는 사회 

공헌활동 아이템의 다양화 측면에서 본 개선안 수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의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후원 의사 및 역량을 확보한 기업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기업

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차원의 인센티브(예. 임대주택 단지에 "ㅇㅇ기업 사랑의 마을" 

등 기업명 부여, 친사회 기업으로 홍보)를 발굴해야 한다. 

[도표8: 1사 1단지 후원 제도 내용 및 기대효과] 

개선 방안 2. 

임차인 고용제도 도입: 임차인을 청소, 도배 등의 관리 업무에 고용하는 "임차인(직간

접) 고용 제도" 도입을 권고한다. 해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단순 관리 업무 외에도 인

테리어 등의 건설 업무,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업무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희망하는 

임대주택 주민을 전업 혹은 시간제로 고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용역 

기간 중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와 같은 고용 아이디어

에 전체 입주민의 ~70%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물론 본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

초생활 수급자 대상을 고려한 고용대상 인력의 모집, 기본업무수행 역량교육 실시, 관

리를 전담하는 민간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임차인 고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의 실행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만일 임차인 고용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

우 최대 ~5,000명의 임차인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9: 임차인 고용제도 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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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설명

적용가능
사업영역

운영모델

임대주택거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적용
영역 존재
▪ 경제 지원(예. 특정가구 대상 관리비 보조)
▪ 비경제적 지원(예. 시설개선, 취업알선 및 교육, 커

뮤니티 행사 지원) 

임대단지와 회사간 1사1단지 결연제도 도입
▪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선제적 마케팅/홍보,   

사전 수요 발굴에 기반한 적정 인센티브 적용이
관건임

▪ 임대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수백여 기업에 참여를
의뢰, 연계 강화 필요함

주거복지 향상 효과: 취업 지원, 아동 교육, 
사회 교류 증진 가능

관리비 절감 효과: 연 ~6억원 생활비, 
관리비, 가내 수선비, 난방비 지원 가능

임대주택 주민 설문결과

1 서울 내 대기업/중소기업홍보팀 대상 설문 결과, 초기 15개 답변에서 발췌

자료: 서울시, 전문가 인터뷰

실행 선결
요건 충족
위한
추진사항

사전 수요 분석 및 기대효과

▪ 중앙관리조직 내 전담 인력 지정: 기업 후원 전담
관리 인력 1~2인

▪ 담당자 KPI 및 인센티브 강화: 실제 성과(예. 유
치 후원금액)에 성과급 연동

▪ 서울시 주거복지과, SH 주거복지팀, 단지 사회복
지시설 간 협업체계 구축: '1사 1단지 제도'의 체
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의 협업 필요

세제혜택보다, 시 차원에서의 친서민기업
홍보, 관련사업수주가점제가 병행된다면
후원사업규모 확장 유인이 됨

– 국내 건설사 기업1후원 담당자

반대
10%

찬성
90%

▪ 기업 후원 찬반 여부

1사 1단지 후원 제도 내용 및 기대효과

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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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설명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발주하는 모든 사업
▪ 관리사업(예. 청소경비)
▪ 건설사업(예. 인테리어)
▪ 사회복지사업(예. 희망돌보미)

현재 완전위탁방식을 유지하되, 위탁 업체에
가산점 부여 등의 간접 지원 방식으로 운영
▪ 단순노동직군(예. 청소): 수탁업체가 임차인 고용

시 인센티브(예. 가산점 부여) 제공
▪ 기능, 사무직군(예. 사회복지사): 인센티브에

더불어 위탁 교육 제공

임차인 참여
사업 범주

운영 모델

1 8개 센터(강남, 강서, 관악, 노원, 동작, 마포, 성북, 양천)가관리하는 영구,공공,국민,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주택 임차인에게 조사 진행함

임차인 소득 증대 및 주거복지 향상 효과: 
최대 5,000명 저소득 임차인 고용 창출

사전 수요 분석 및 기대효과

실행 선결
요건 충족을
위한
추진사항

▪ 선별적 수혜자 선정: 단순 근로 능력 및 의욕이
있는 임차인 선별

▪ 위탁 업체 대상 인센티브 적용: 취지에 맞도록
최소의 재정지원으로 최대 고용 유도

▪ 근로조건 및 고용 불안정성 문제 해결 지원: 민간
고용 시, 양호한 근로조건 유지를 위한 교육/관리
필요

▪ 기초생활자수급탈락문제: 구직 시, 수급 탈락
우려로 구직에 대한 반감 존재

임대주택 주민 설문조사 결과(n=3700)1

▪ 공사에서 1~2년 저임금 단순노동계약직을
알선한다면 취업의사가 있으십니까?

거부이유는
신체장애, 
수급탈락우려 등

취업의사없음

28%

시간제희망 20%

전업희망

52%

자료: 서울시, 전문가 인터뷰

임차인 고용 제도 내용 및 기대효과

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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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3.

관리/주거복지서비스 담당 조직체계 개선: 상기의 혁신적인 관리/주거복지 서비스를 기

획하고 실행 여부를 총괄 감독하는 조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8개의 지역관

리 센터가 산발적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 관련 

각종 수치들과 서비스 품질이 일괄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센터가 

고안한 선도적인 기획안들이 전 주거 단지에 확대되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

는 이와 같은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 모니터링을 SH공사 본사의 주거복지

본부가 총괄 관리함으로써 전 임대주택 단지에 혁신 아이디어들이 전면적으로 실행되

도록 해야 한다. 

개선 방안 4.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기동보수팀 증원: 서울 전역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

어 관리 인력의 투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비중이 향후 증가함에 

따라, 주민자치관리제 및 이의 효율화(즉, 주민의 관리 요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피

드백을 제공)를 위해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 증대"가 요구된다. 한

편, 적시에 양질의 관리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 및 보수 인력

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3개 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센터의 증설 및 관리 센

터별 1~2개의 기동보수팀 증원을 통한 관리 "효과 증대"를 제안한다.

개선 방안 5.

입주민의 관리영역 참여 확대: 주거만족도 제고 및 관리비의 절감을 위해 주택관리 의

사결정 과정에 입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한 임차인 직

접 고용,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민 자치 관리제 등의 방안 또한 "입주민 중심 관리

(Tenant Management Program)"의 예시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전반적인 의사결

정"에 까지 입주민 참여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만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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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주하는 구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

다면 입주민의 비용절감 인센티브로 인한 관리비 절감은 물론 주민의 관리 수요를 선

제적으로 반영하여 만족도 또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민이 상대적으로 용

이하게 의사결정 및 사업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관리, 시설 관리(예. 청소 및 

경비)에서부터 입주민 중심 관리 제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 자

치 관리가 활성화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주민 자치 관리 조직인 

TMO(Tenant Management Organization)가 직접 주택 공급 기업과 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리, 청소 등의 업무는 물론 시설 개보수, 관리 서비스의 개선 항목 토

의 등의 의사결정에까지 깊이 관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실제 TMO를 통해 운영

되는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 서비스 만족도는 영국주택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단지 대비 

10~15% 가량 높게 파악되고 있으며, 소외 계층 주민에 대한 상호 부조를 자발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자활도의 증대 등 부수적인 효과까지 목격되었다.   

[도표10: 입주민 관리 영역 확대 추진방향] 

[핵심사업 3: 도시재생사업]

도시의 노후화는 지속되고 있다(서울시 전체 지역 중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

물 비중이 절반 이상인 지역의 비중이 50%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민간 

주도로, 수익이 나는 주거 및 상업/공업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만이 추진되어 온 

바, 여전히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 지역의 재생 사업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민

간 주도의 재생 사업 추진이 수많은 비리(예. 조합장의 뇌물 수수에 기반한 시공사 선

정)의 온상이 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H공사와 같은 공공주체가 

특정 도시재생 사업 영역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본 용역 기간 

동안 SH공사의 도시재생 사업에의 참여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하기의 방안들을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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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1. 

핵심 사업 선정 및 집중: 민간이 주도적으로 형성시켜 온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고, 일반 재생 기업으로서 SH공사의 역량을 차별

화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재정 위기 상황에서, 수익성이 불확실한 도시재생 사업에 

뚜렷한 우선순위와 전략적 방향성 없이 뛰어들 경우 재정이 오히려 더욱 악화될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SH공사는 현재처럼 다수의 도시재생 사업을 우선순위 없이 추

진하기보다는, 공공 기관의 참여가 요구되는 영역(예. 공공관리자-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행정적 지원 서비스 제공)이거나 SH공사가 민간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각시

킬 수 있는 사업 영역(예. 국공유지/시유지 활성화 시행사업)에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

된다. 특히 시유지 개발사업에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 및 관리 경험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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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실현을 위한 SH공사의 잠재적 주택 관리 사업 추진 방향

현재 향후

▪ 운영효율화를 통한
관리비 절감으로
주민의 관리비 부담
감소

▪ 입주민 대상 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

▪ 커뮤니티 활동
증대, 고용 창출 등
광의의 '주거 복지 ' 
실현

임대주택 관리의 목표

1

2

3

과거

관리
운영
주체

공공/
소유자
중심

입주민/
임차인
중심

공공 관리 민간 관리

관리 수행 주체

주택관리공단 SH, LH JKK

Town Council

ALMOs

TMO
사회적/마을기업

관리업무 입주민 참여도 증가

▪ 운영전문화로 관리비 절감

▪ 주거복지에 역량 집중 가능

관리운영 입주민
참여도 증가

▪ 입주민 비용절감
인센티브 증대로
다양한 비용절감
방안 적용 가능

▪ 주민의 니즈 선제적
대응으로 만족도
증대

▪ 주민간 유대, 
소속감 증대

1

2

1

2

3

자료: 서울시, 전문가 인터뷰

입주민 관리 영역 확대 추진 방향

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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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개발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공공성을 기반

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위탁 사업자 확보, SH공사는 신사업 확장 및 추가 

수익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사유지 위탁 개발의 전문성 및 면밀한 수익 분석을 

통해 SH공사의 사업 참여가 타당한 지 상세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

로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비용감축에 대한 니즈 증대 및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추

세, SH공사의 축적된 주택사업 경험을 감안할 때 소규모 주거구역 정비사업 등에 건설

시행관리(CM) 업체로 진입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다.

개선 방안 2. 

사업 수행 조직 개편 및 강화: 도시재생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

는 사업이며, 객관적인 사업 평가 및 기획 역량이 중요한 사업이다. 현재 SH는 도시재

생 조직이 희망주택처와 도시재생처로 이원화되어 역량 결집력이 미흡하고, 향후 집중 

육성해야 하는 공공관리 사업과 국공유지 활성화 사업의 전담조직 및 인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업무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통해 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먼저 현재 이원화된 도시재생 조직을 일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개별 중점사업(예. 

국공유지팀, 공공관리팀)을 수행할 조직개편을 위한 준비팀 구성을 제안한다.

[도표11: 조직 개편 및 강화 방안] 

개선 방안 3.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성과평가 지표 개선: 인력측면에서, 사업성 평가와 법률 검토 등 

필수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미래 사업 기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민간에서 대규모 재생 사업 경험이 풍부하며 사업성 평가는 물론 이해 관계자 간 의견 

중재, 행정적 프로세스 관리 등 다방면의 실무 경험을 갖춘 업계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기존 사업부문에서 줄어드는 인력을 전환 배치하고, 예외적으로 순환 보직이 아닌 전

문 보직제 적용을 통해 내부 역량을 지속적으로 배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도시재생본부의 성과평가지표에 있어 도시재생 중점추진 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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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업목표달성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선 방안 4.  

도시재생기금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서울시 내에서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상기에서 정의한 SH공사의 집중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또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인만큼,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시정부의 지원은 타

당한 명분을 지니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서울시가 기 운용 중인 기금의 일부를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거나,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별도의 "도시재생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등의 재원 확보 방안과 공공관리의 맹점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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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지구 추진위 설립을 위한
주민 커뮤니케이션

▪ 추진위/조합 구성을 위한 행정 지원
▪ 사업성 평가, 분담금 추정 등 전문

서비스 지원 등

▪ 시장조사 및 사업가능 물건 파악
▪ 대상 기관 대상 수주
▪ 사업성 분석, 마케팅, 사업시행 등

희망
주택처

도시재생처
희망
주택처

도시
재생처

재생
기획팀

주거
재생팀

재생
지원팀

공공
관리팀

CM팀6
국공유지
팀

2013 현재 조직구조 2020 재생본부 조직구조 제안

▪조직 내에도 MI, 
이해관계자조정, 
마케팅, 법무 등의
전문인력 부재

11 22

11 도시재생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임대주택
사업 업무 인력이 전체 본부의
~65%를차지함

22 도시재생 업무 수행 인력은
~35%에불과함

11

신설 전담조직 수행업무

22

도시재생
본부

임대주택
본부

도시재생
본부

▪ 매입임대 조직을 임대주택본부로 이관

▪ 조직 전문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팀 구성 필요

11

22

조직 개편 및 강화 방안

▪ 설계 검토
▪ 자재 구매

관리
▪ 공사비

데이터
구축/관리

▪ 시공사
커뮤니케-
이션 등

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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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요구된다.  

[도표12: 도시 재생 사업 기금 마련] 

2) Part 2: SH공사의 조직개편 및 인력 전문성 강화

2-1) 조직개편 권고안

인도, 중국처럼 넓은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역의 분산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지역에 따른 사업부제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

면, SH공사는 서울시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도시재생 본

부, 임대주택 본부, 주택사업 본부 3개의 사업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동일한 업무

가 사업부별로 중복 존재하는가 하면, 일부 기능(예. 사업성 분석 등 기획)은 특정 사

McKinsey & Company |

중앙재정 도시재생기구 민간 사업주체2

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
무이자대출

금융기관을 활용한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비 지원

필요 시1 직접 무이자
대출 지원

일본의 재개발/재건축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를 정부 기금의
활용을 통해 조달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업성 확보 가능
- 일본 부동산 개발업자

도시재생기구는 사업의
시행주체가 아닌 후방
관리자로서 민간 주체의
사업자금 확보, 사업성
검토 등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 일본 부동산
개발업자

일본은 2000년대부터 도시재생 기금의 운용을 통해 민간 사업
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도다양한 방식을 통한 기금 조성을 통해 재생사업의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제약이 있음

중앙정부
지원

▪ 중앙 정부가 입법을 통해 도시재생 기금을 신설
▪ 대규모 조달 가능
▪ 정부 재정 여건상 현실성 낮음

서울시
기금 활용

▪ 서울시가 운용 가능한 기금 한도 내에서 도시재생기
금을 신설함

▪ 단, 현재 제도적 맹점으로조합의 낮은 이용 유인 개
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지역주민
기금조성

▪ 시민들 혹은 개발 대상구역 주민들이 자체적 모금활
동을 통해 기금 조성

▪ 소규모 조달만이 가능하며, 장기간 소요됨
▪ 정부 재정 지출을 피할 수 있으나, 현실적 실현 가능

성은 높지 않음

기금조성방안

도시재생 사업 기금 마련

자료: 문헌검색, 전문가 인터뷰

1 공공/기반시설 정비 비용, 2 조합 등 지역 커뮤니티

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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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에서 배제되어 인력 활용 및 역량 조달이 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이다. 또

한 SH공사 내부적으로 정기적 성과 관리 역할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

는다. 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여 성과가 미비한 사업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재무성

과의 책임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 기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본 용역 기간동안 

싱가포르, 영국, 홍콩, 중동 등의 임대주택 공급 기업 조직 사례들을 참고하여 하기의 

조직개편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도표13: 해외 임대주택 공급기업 조직 사례] 

개선 방안 1.  

전면적 조직 개편: 사업부제하에 현 조직 구조 상 이슈와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이슈의 

McKinsey & Company |자료: 전문가 인터뷰, Sun Hung Kai, L&Q, Annual reports

Guiding principles 

CEO의 컨트롤 타워 운용을
돕는 직보 조직

크고 강한 Corporate 
center

해외 Best Practice 조직 구조 및 특성

인원 구성 비중

이사회/의장

시행/개발
본부

경영기획본부
(전사 조직)

영업/운영본부

하위 부서
▪영업
▪임대관리
▪호텔관리
▪사업기획
▪자산가치
평가
▪중국관련
▪ (운송)

하위 부서
▪경영기획/  
전략투자
▪재무
▪투자시행
▪법무
▪금융상품
▪회계
▪내부조정
▪감사
▪커뮤니케-
이션 등

~40% ~35% ~25%

이사회/의장

시행/
Director

재무
Director

마케팅/
전략/
홍보처

임대관리
기타지원
조직

토지
(신규
사업)

Project

Program

하위 부서
▪그룹 재무
Controller
▪ Treasury
▪ Financial 
compli-
ance
▪재원조달
▪보험

Risk 
패널

지역 1

지역 2

지역 3

감사

하위 부서
▪사업총괄:
모니터링
▪계획설계: 
PM 
▪건축설계
▪토지보상
▪기계전기
▪ (특별사업)

xx%

SHKP L&Q

…

…

2

1

1

2

2

1

1

2

2 2

▪ 전사 운영위원회 , 감사의 CEO 
직보 조직/위원회 설치

▪ 시행 부서와 규모가 비슷한
Corporate Center/CFO 조직
구성

해외 임대주택 공급기업 조직 사례

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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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해 SH공사의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권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분산되어 있는 

임대주택 사업 본부 3개를 하나로 묶어 "주택사업 본부" 하에 일괄 운영하고, 임대주

택 외 미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사업본부", "주거복지사업본부"를 별도의 사업본부

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도시재생사업본부의 경우, 이전 섹션에서도 언급한 바

와 같이, 미래 핵심 사업 영역인 공공관리, 국공유지 활성화를 전담 팀 단위로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단, 단기적으로 도시재생 사업기회가 구체화, 가시화되는 시점까

지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준비팀을 TF성격으로 운영하며 사업기회를 탐색하고 요구역량

을 보강할 것을 제안한다. 

[도표14: 조직 구조 해외 사례] 

McKinsey & Company |자료: 전문가 인터뷰

▪ 부동산 관련 심층 기능 전문가
▪ 기술 전문가 활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
▪ CEO가 통제하기 용이함

▪ 여러 지역으로의 성장에 알맞은 유일한 확장 가능한
모델

▪ 사업부내 원활한 조율, 민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 CEO에 대한 의존도 완화

장점

▪ 매우 우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CEO가 필요함
▪ 조직 확장이 어려움
▪ 부서간의 책임성 및 협업 관장이 어려움

▪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P&L 매니저가 없음
▪ 중복되는 기능으로 인해 자원 활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유발됨
단점

▪ 제한적인 사업 지역
▪ 낮은 확장 가능성
▪ 제한적인 전문 인력 풀
▪ 중앙 통제

CEO 

토지 & 
허가

기술 –
디자인/ 시행

영업& 
마케팅

재무/
인사/법무

여타 지원
FUs

기능제: 보다 높은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행 부서의 책임 완화를 허용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프로젝트 4

지역/수직적
P&L책임자

CEO

지역/수직적
P&L책임자

지역/수직적
P&L책임자

여타 지원
FUs

사업부제: 보다 강력한 책임 관리를 위해
기능상의 중복을 허용

적용 조건

▪ 다양한 사업 지역
▪ 높은 확장 가능성
▪ 풍부한 전문 인력 풀
▪ 소비자 수요에 대한 낮은 이해

조직 구조 해외 사례

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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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2.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기획경영본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추가 및 역량 보완을 

제안한다. 현재 임대주택본부 내에 존재하는 사업기획팀과 재무팀, 예산팀, 투자사업

팀을 기획경영처에 편입하여 "기획재정처"로 명칭을 변경한 후 실제 사업 성과를 정기

적으로 점검(예. 분기별 1회 리뷰 실시)하고 이슈 발견 시 이에 대한 전 조직적 협의를 

도출해 내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연구소가 CEO 직속기구로서 CEO의 

전사 업무 조정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2-2) SH의 재무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및 상벌체계 강화

현재 SH의 본부장 성과 항목에서 재무성과에 직결되는 성과 항목의 비중은 

9~20%에 불과하며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의 차등 측면에서 고성과자 – 저성과자 간 

격차가 최대 50%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부진한 재무성과의 주요 원인 중 하나

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재무성과(예. 투자수익률 달성)의 달성을 강하게 추진할 유인 

부족 및 재무 위기에 대한 경각심 미흡으로 직결될 수 있는 이슈이다. 

LH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무 및 영업성과 제고를 위해 본부장 평가 지표 중 재무 

성과 지표의 비중을 30%~40%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 걸

음 더 나아가, 영국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Housing Association은 전체 성

과 평가 지표의 60~80%가 재무 및 경제성 지표이고 본 지표 평가 결과 연초의 목표 

미달성 시 해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수준으로까지의 재무성과 책임

도 제고는 서울시 여건 상 어렵다 할지라도, SH공사의 현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최소

한 정성적/주관적인 평가지표(예. 상위조직 정책 기여도) 수준인 30% 수준으로 즉각 

증가시키고, 향후 추가적으로 35~40%까지 인상시킬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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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력 전문성 강화

SH공사는 운영위원회 가동 및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에 따른 전문 인력이 부족

하며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위한 전문가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경영개선안을 수립하

고, 미래 사업 환경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재편하고,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하

더라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겸비한 인력이 없다면 실질적 실행은 어려

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성 평가 및 사업 기획 역량이 있는 재무 전문 실무 인력 

1~2인을 보강하는 한편 법무 및 마케팅 역량이 검증 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전 프로

젝트 대상 전문 자문 제공, 재무/법률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 예산 및 투자 계획 수립

의 실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인력은 외부 채용과 더불어, 내부 인력 재

배치를 통해서도 일정 수준 보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외부 채용으로 충

원할 경우에는, 민간 대비 낮은 연봉을 상쇄하기 위해 연차대비 높은 직급을 부여하고 

SH의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브랜딩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SH공사 경영개선 방안: 경영성과 및 재정 건전성 개선 

SH공사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업 구조 및 조직 재편 뿐 아니라 경영

성과 및 채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필요하다.

1) Part 1: 채무누적 재발방지를 위한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도입

서울시가 요구하는 정책사업의 추진 여부 및 마곡, 은평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

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SH 소속이 아닌 외부 자문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리스크 

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리스크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논의 

결과를 공문 형태로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전달하는 "리스크위원회" 프로세스의 수립을 

제안한다. 또한 이의 설립근거를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SH

공사의 정관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또한 필요하다. 즉, 이사회와 독립적인 프

로세스로 "리스크위원회"를 운영할 것(예산 확정, 중장기 전략 수립 등 경영 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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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최고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이사회와는 독립된 프로세스로, 신규 및 기존 사업

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전사 프로세스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 위원회의 논의 결과(예. 잠재적 Risk 요인 및 이의 재무적 효과에 대한 내용 반

드시 포함)가 공문 형태로 서울시에 전달될 것, 서울시 측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기존 

사업 관련 의사 결정을 확정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들에 대해 SH공사가 투명한 사업성 평

가 등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다. 반면 해외 선도 주택 기업

들은 유관부서 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정기 운영하여 전

사적 성과/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임대주택 공급연합

(Housing Association)은 주택공급, 도시개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 자문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리스크위원회"를 연 4~6회 운영함으로써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특정 사업 추진 시의 예상 이익/

손실규모, 사업기간,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책임 임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지정

하여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은 물론 문제 발생 시의 해결방안까지 제시한다.

[도표15: 해외 리스크관리 위원회 운영 사례]

2) Part 2: SH공사 자체적인 경영 및 재정 건전성 개선 방안

2-1) 자체 경영 개선 방안 

사업수행 환경의 악화로 인해 현재 SH공사가 주력사업으로 진행중인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업수행방식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

선이 지속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물론, 임대주택사

업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의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나, 경

영개선을 병행 추진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세금부담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가 발생하

거나, 또는 임대주택의 물량공급이 축소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경영개선 활동은 매우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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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형으로 공급할 경우, 1호당 연간 평균 220만원의 

손실이 발생된다. 특히 현재 2018년까지 계획중인 건설 물량을 경영개선 없이 이대로 

공급할 경우, 임대주택 수명인 50년 동안의 순현재가치 기준 총 1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도표16: 계획 물량 임대 공급 추진에 따른 추가 순현재가치 손실 분석]

이러한 측면에서, SH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7개의 경영개선과제를 도출

하였다. 경영개선과제의 일부 내용을 아래 간략히 소개한다.       

McKinsey & Company |자료: 전문가 인터뷰, 문헌 검색

▪ 전사 재무/영업 성과 현황 및 Risk 점검
▪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 및 Risk 점검
▪ 주요/관심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 결정(예. 가속화, 지연, 중단)
▪ 투자 규모가 특정 규모 이상인 프로젝트의 투자결정 여부

검토 내용

참여 인력
▪ 시당국:(필요 시) LHA의 유관부서 관리자급 이상
▪ HA: CEO, CFO, 개발본부장, 3~4명의 이사회의 개발 전문가
▪ 외부의 민간 전문가:(20년 이상 시행 경력 보유 인력) 참여 및 사업 추진의
타당성/현실성 및 잠재적 Risk 요인을 객관적으로 자문

설명

Benchmark

▪ 연간 2,000~5,000호의 신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영국 선도 Housing 
Association

진행 방식
▪ 연 4~6회, 많게는 월 1회 전체 회의 실시를 통해 전사 및 주요 프로젝트
성과/Risk 관리(상세 진행 방식은 프로세스에서 설명) 

개선의 원칙:

독립적인 Risk 관리
위원회가 부여된
과제 및 조치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

영국 사례해외 리스크관리 위원회 운영 사례

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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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Kinsey & Company |

50년 순현재가치 기준

임대주택 사업의 적자 규모 예상: 계획 물량1 공급 완료 시

1 현재 임대주택건설계획물량 약 2만2천호
2 신규 준공형 임대/분양주택 물량 공급에 따른 50년 순현재가치로계산(분양 전환 및 재개발 없음을 가정) 

향후 환경 변화 전망 현 사업 수행에 따른 예상 손실 누적 금액2

사업수행환경 악화 전망
대규모 나지 고갈, 중앙정부 재정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1

임대주택 지속 확대 필요
'20년까지 20만호 추가공급 필요2

민간의 공공성 충족도 미흡
공공사업 영역에 민간 참여 유인이
없음(예. 고비용) 

3

해외 사례 시사점 수용
선진국의 경우, 유사한 환경 도래
시 고유영역 및 경쟁력 있는
사업에 선별적 집중

4

억원, 2018년 시점으로 계산

기타 수익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손실
(예. PF) 

예상 손실액
(Total)

~10,000+α 

~10,000

신규 건설
임대주택 공급/
관리에 따른
누적 손실액

도표16

a. 임대주택 설계 및 자재사양의 기준 완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 대비 불필요한 고

사양, 고비용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예. 임대주택에 천연대리석, 가스오븐, 원목 신발

장 등의 옵션 무상 제공 중단)이 도출되었다. 현재 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급

되고 있는 SH공사 임대주택의 자재 사양이 적정한 것인지를 LH 및 영국, 일본, 싱가포

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 임원들에게 질의했을 때 공통적인 반응은 "매우 놀랍다"

는 것이었다. 특히 싱가포르의 임대주택 사양은 매우 단순하다. 임대주택 입주민의 안

전과 편의에 직결되는 기초 설계기준(예. 골격)은 엄격히 준수하되, 벽지, 장판 등의 내

부 인테리어는 비용 고려 시 적정 수준으로 단순화되고 고가의 옵션은 배제된다. 임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당되고, 이는 결국 시민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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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한 임대주택 수명기간 동안의 경영개선 효과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b. 설계기준 내 신기술공법 확대적용:	

고비용 구조인 라멘 구조를 대체하면서도 수명과 안전성에 저해가 없는 신기술 공

법(예. 무량판구조)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SH공사의 내부적인 기술 혁신에 기반

한 본 개선안 적용 시, 현재 가치 환산 기준 총 1,400억원의 경영개선 효과가 기대된

다. 

c. SH공사 내부감리인력 활용:

SH는 조직 내 170명이 법정 감리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50인은 직접 감리 

단장급의 업무 수행 경험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300억원

의 감리 작업을 외주 용역하고 있어 내재화 시 현재 가치 환산 기준 총 200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침대로 시공활동을 수행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감리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였을 때, 상기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SH공사의 건축/토목 직원들이 감리를 직접 수행할 경우에도 안전에 전혀 무리

가 없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d. 안전 및 시설의 기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상 수선 항목에 대해 수선관리  

 감독을 통한 수선유지비 절감: 

현재 SH공사는 면밀한 현장 실사 및 소요 비용 분석 없이 수선유지 관리 공사를 발

주하고 이에 대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임대수익의 절반 이상을 

연간 수선유지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개정법에 따라 

주거 복지의 저하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선주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

선 항목 중에서도 시설물의 안전 및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상 수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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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인 벽지나 장판, 수도꼭지의 경우 교체가 필요할 만큼 노후되지 않은 경우에도 메뉴

얼에 따라 기계적인 교체를 실시함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수선주기의 연장이 요구된다. 수선주기 현실화에 더불어, 수선주기가 도래했음에도 청

결한 사용으로 이를 연장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일부를 차감해 주는 등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여 추가적인 비용 절감 및 임대 주민의 의식 제고도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2가지 개선안 모두 적용 시 현재 가치 환산 기준 총 1,900억원의 경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금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7개의 SH 자체 혁신안이 전적으로 실행될 경우, 향후 임대

주택 수명 기간동안 총 경영개선 효과는 현재 가치 환산 기준 ~6,600억원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된다.

[도표17: 단기 경영 개선방안 요약 - SH공사 자체 혁신안] 

2-2) 단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감축 방안 

2012년 SH공사의 채무는 12.6조원이며, 2013년과 201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각각 4.3조원(34%), 4.3조원(34%)으로 단기에 집중되어 있다. 즉, 마곡지구 

등 택지의 매각 가능 여부에 따라 최소 2년간 매우 심각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

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유동성 위기 속에서 SH공사의 과도한 채무 누적 문제

에 대한 과감하고 즉각적인 감축이 필요하다. 다수의 채무감축 방안 중 SH공사 및 서

울시와 논의 결과 단기에 실행가능한 방안을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개선 방안 1. 

SH공사의 자구노력:  

 � SH공사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경영의 일환으로서 본사 사옥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서울 지역의 2013년 오피스 빌딩 



8584

공실율의 확대(최근 1년 내 8.9%에서 10.7%),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서울소재 

사옥의 공급 확대, SH공사의 대청역 소재 사옥의 매력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계획에 

따른 매각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시기 내에 

효과적인 매각과 저가매각 가능성을 헷지하면서 SH공사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매각 후 이전보다는 판매후 리스를 통한 매각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다. 

 � SH공사는 2013년의 당초 예산 대비 지출 조정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예산 통제 

강화를 도입할 경우 경상운영경비의 절감이 가능하다. 택지·주택 공급일정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액을 고려하여 보상금, 기성금 등 사업비 지출총액을 통제하고,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지출예산 통제로 추가적인 예산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McKinsey & Company |

개선 방안

50년 순현재가치, 억원

설계 기준 내 대체재 및 신기술공법(예. 무량판
구조)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b

경상 수선 항목의 수선 주기 연장 및 실사에
기반한 수선 관리 감독 통한 수선유지비 절감(예. 
법정 수선 주기 적용, 주민 인센티브제도 적용) 

d

SH 내부 감리인력 활용 통한 감리비 절감c

마케팅 강화 통한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e

임대주택 자재 사양의 기준 완화(예. 오븐, 원목
신발장 등 고가 옵션의 무상 제공 중단)

경영개선
효과

~1,400~1,400

~1,900~1,900

~200~200

~2,400~2,400

~500~500a

개선의 논거

▪ 공공성, 안전성 저해 없는 범위에서 신기술 공법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가능

▪ 꼭 필요한 경상 수선유지 업무를 실사에 기반, 적용함으로써
주거만족도 저하를 방지하면서 수선유지비 절감

▪ '13,4월 분양가 자율화 방침에 따라 분양가격 책정 전문화
필요(예. 마케팅 인력 재배치 등의 방안 실행) 

▪ 오븐 등의 빌트인은 민간 분양주택에서도 "옵션"임
▪ 이를 적자 사업인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
부담 증대로 연결됨

용적률 남는 기존 임대 단지에 소규모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 및 분양 수익 증대

g ▪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해 공공성 저해 없이 추가 수익 실현
가능(단, 단지별 주민의향조사 우선 실시 필요) 

~40~40

기업 후원 제도를 활용한 관리비 및 수선 유지비
절감

~140~140f ▪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홍보, SH공사는 수선비 부담
경감, 주민은 복지향상 및 사회교류 기회 확대 가능

경영개선효과 합계 ~6,600~6,600

경영개선안: SH공사 자체 혁신안

▪ 자체 감리 인력 및 역량 이미 확보
– 170명이 법정 감리자격증 보유
– 이 중 50인은 감리 단장급의 업무 수행 경험

도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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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2. 

사업조정: 

임대주택 8만호 건설 등 시 정책사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재 진행사업 및 신

규사업을 조정하고 PF 등 한계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 진행사업 및 

신규사업의 시 정책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성, 사업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사업이 8만호 공급 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조정에 제한이 존재하지만, 마

곡지구의 사업 재조정을 통한 일부 투자비의 이연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

로 합의되었다. 향후 신규 사업들을 추진 시에는 SH공사의 재무역량 범위 내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선 방안 3. 

자산매각: 

 � 가든파이브의 일부 물량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써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개별 분양실적이 저조한 물량에 대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일괄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구체적으로는 LIFE관을 대상으로 우선 일괄매각을 

추진하며, TOOL관은 용도상 매각 가능성이 제한되므로 일괄임대를 차선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 SH공사는 개발계획변경, 선납할인, 기업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매각촉진 방안을 

적용하여 용지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이러한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매각실적이 

저조하거나 어려운 미매각택지에 대한 적극적인 택지 매각 촉진 방안을 실행하여야 

한다. 택지 매각 촉진 방안으로는 부동산펀드 및 리츠 부동산금융기법의 적용을 통한 

실질적인 유동화, 토지리턴제의 확대 적용, 용도변경 조건부 판매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택지별 매각 진행 상황과 매각 제약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차별적인 택지매각 촉진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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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개선 아이디어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SH공사 택지매각 활성화 관련 시 

유관부서 판촉활동 총력 지원, 장기 미매각 용지 등의 매각 촉진을 위한 계획변경 적극 

협조 등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3) Part 3: 서울시의 정책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지원 방안	

구조적 적자사업인 임대주택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제공하기 위한 SH의 자체적 내

부혁신은 당연히 필요하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임대사업의 적자를 개선시키는 데는 한

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공임대사업의 적자 규모

를 감소시키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투명하고 공

정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일 구조적인 문제를 조기에 공론화하지 않을 경우, SH공사 

적자의 누적은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표적인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서울시는 정부가 2012년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30% 인상한 데에서 더 나

아가, 전국 평균 대비 절대적으로 높은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평균 토지가격이 타 지역 대비 ~2배 수준으

로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전국 평균 수준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 악화를 

겪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큰 재정적 부담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은 

향후 수도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민의 수가 줄어들거나, 서울시민

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공익사업 손실에 대한 지

원규모를 규정한 "LH 지원법"과 같은 명문화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성의 임대주택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게 제공하는 "특

혜성" 주택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74m2 이상 규모의 중대형 평형 장기전세 주택의 분

납 임대 전환을 권고한다. 분납임대란 단기간 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

한 저소득층이 장기간에 걸쳐 주택 가격을 나눠서 지불하는 "할부형, 공유 지분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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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유형으로 영국 등 주택정책 선진국에서 검증된 주거 정책이다(입주자가 첫해에 주

택 가격의 25~75%만 우선 지불한 후 잔여 지분은 장기간에 걸쳐 지불하여 자가 소유

화하는 주택유형). 반면 장기전세는 20년간 시세 대비 ~80% 수준의 전세 보증금만 지

불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유형으로 현재 입주자가 수선유지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SH공사와 서울시가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SH의 경우에도 기존 장기전세 물량 중 시가 7억 원 이상 재건축 매입 

가구 중 희망 가구에 한해 분납 임대 도입을 통한 경영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본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이슈의 해소,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

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더 넓은 의미의 "복지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한 선택인 

만큼,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에 기반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도표18: 단기 경영 개선방안 요약 – 서울시 정책적 재고 사항]

5. SH공사의 2020년 경영수지 전망

1) SH공사의 2020년 경영수지 예상 시나리오

대규모 나지가 고갈되고 건설형 대비 손실규모가 높은 매입형 주택 위주로 향후 임

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비관적인 사업환경 하에서, 서울시와 SH공사 주도의 개선안

까지 실행되지 않은 채로 현재 보다 증가한 임대주택 물량을 관리하게 된다면, 2020년 

SH공사는 2,740억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4만호의 임

대주택 공급을 완료하고 관리하는 2012년말 현재에도, 임대주택 사업의 영업 손실이 

~2,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손실 규모로 판단된다. 특히 향

후 사업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수익창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SH공사

의 영업 손실은 곧 시의 재정부담, 나아가 시민의 세금부담 증대로 직결될 것이다. 

반면,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SH 내부의 경영개선과제 및 서울시의 정책전환이 

수용될 경우 480억원 수준의 개선 효과를 통해 2020년 적자규모가 2,260억원 수준으

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감축된 적자 규모는 곧 시의 재정부담, 시민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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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부담 480억원의 경감을 의미하는 만큼, 서울시와 SH공사는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경

주해야 한다. 

[도표19: 단기 경영 개선안 반영 시 적자를 개선]

2) 2020 경영수지 시나리오 분석의 시사점 

SH공사의 경우 향후 사업수행 환경의 변화로 인한 비용 구조의 악화로 다양한 경

영개선안을 적용하고도 영업 손실이 지속될 수 있다.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등 여

타 서울시 공기업의 경우 경영개선작업을 통해 완전한 흑자전환의 가능성이 있으나, 

SH공사의 경우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적자구조 및 사업수행 환경의 악화에

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만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완전한 

McKinsey & Company |

▪ SH공사의 재정 위기 및 서울시 재정 악화
▪타 지방정부 지원과의 형평성 및 원가보전
필요성 고려

개선 방안 개선의 논거

국고 보조금 비율 현실화(예. 추가 인상 요청)1i

▪새로운 공공 임대 주택 모델로서 도입 의의가
있으며, 설문 결과 주택 "소유"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파악됨
▪현 SH의 재정 위기 상황 하에서 장기 전세
주택은 효용대비 고비용의 주거 정책임

일부 고가 장기전세주택을 분납 임대로
전환하여 공급(예. 74m2이상 대형 물량 대상)

j

경영개선안: 서울시 정책적 지원 사항

1 실현가능성 제한적인 점 고려하여 정량적 효과 미반영

도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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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억

개선

주요 개선 내역:주요 개선 내역:

-220억1 정책적 개선사항 적용

~210억2 비용감축 등 경영개선안(예. 설계 기준 내 대체재 개발 및 적용)

~50억3 도시재생 사업 추진

2020년 연간 비용 감축금액

Base 시나리오비관적 시나리오 경영개선 사항

2020년 영업손실1 추정

2,740억 적자

2,260억 적자

단기 경영 개선안 반영 시 적자폭 개선

1 2020년 서울시 임대주택공급 목표 물량 36.4만호에서기 준공되어 관리 중인 물량과 현재 계획 중인 물량을 제외한 11만호가 2020까지 모두 준공됨을
가정(신규물량인 11만호는 2018~2020년 3개년에 걸쳐 1/3씩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 

도표19

경영 흑자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흑자가 가능해진 경우에도, SH

공사를 경영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임대료를 낮추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손실을 

극복하고 서울시민에게 주거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서울시

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예. 도시재생기금 신설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최저소득층을 

제외한 가구 대상 물가상승률 연동 임대료 인상, 월전세 전환이율 인하를 통한 손실 절

감), SH공사가 사업기획, 재무, 법무 등의 핵심 역량 배양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시와 

공사간 협업을 통한 추가 공익사업 기회제공(예. 상습침수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합

리적인 수준에서의 추가적인 정부 지원 확대 노력 지속 건의(예. 서울 수준에 맞춘 지원

규모 추가 확대 및 "LH 지원법"과 같이 공익사업 손실에 대한 지원수준 규정) 등의 다

양한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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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미래 SH공사의 손실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 SH공사 중장기 사업구조 재

편 및 사업모델 재정립, 2) SH공사 조직 개편 및 역량 강화, 3) 리스크 위원회의 도입 

및 설립근거 확보, 4) SH공사 자체 경영개선 방안 도입, 5) 서울시 정책지원을 통한 경

영개선 방안 실행 등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철저한 실행계획

을 수립하고, 혁신의 여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 조직(Project 

Management Office)의 수립을 권고하였다. 현재 SH공사 내부에서는 본 실행계획의 

수립과 이의 추진 여부를 점검하는 한시적 조직이 설립되었다. 향후 정관개정에 기반한 

조직개편 시 본 조직을 기획경영처 내 정식 조직으로 편입시켜 3개월, 6개월, 그리고 1

년이 지났을 때 시민을 위해 SH공사가 어떤 변화들을 과감히 추진하였고, 그 결과 시

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제공될 것인지 시민들 앞에 명백한 혁신의 결과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SH의 재정위기와 이로 인한 주거 복지 서비스 저하라는 리스

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SH간의 명확한 역할의 정의와 이에 기반한 객관

적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기제 마련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20년 SH공사의 모습은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 SH공사의 자체적인 쇄신 노력, 시민의 

이해와 지원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 중 어느 한 주체의 노력 및 합의가 미

흡할 경우 SH공사는 재무성과의 저하를 넘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의 재정적 부

담을 지게 되고 이는 곧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거나 미래에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시민수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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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용역 개요

 � 본 자료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진행한 서울시 경영개선 용역 중 SH공사를 대상으로 

20주(본과제 14주, 실행지원 6주) 진행한 용역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임. 

 � 본 용역은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운영 효율성/효과성 개선을 위해 진행되었음.  

 �  용역의 범위에는 SH공사의 현황 진단, 개선점 도출 외에도 서울시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과거 실적 분석, 해외 사례 벤치마킹, 외부 전문가 인터뷰,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 제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SH공사의 주도하에 실행 계획 수립으로 연계함.

 �  이 과정에서 SH공사 및 서울시 관련 부서 실무진이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며, 주요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SH공사의 경영진 및 서울시 책임자, 자문위원들에게 주기적인 

서면 및 구두 보고를 통해 의견을 구하였음(SH공사 워크샵 [4]회, 서울시 워크샵 [4]

회, 서울시장 참석 보고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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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 서울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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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발간의 취지 

본 자료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진행한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용역' 중 서울

시설공단을 대상으로 11주 동안 진행한 용역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용역은 서울시

설공단의 운영 효율성/효과성 개선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용역을 수행한 맥

킨지와 삼일회계법인의 관점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이의 최종 선

택 및 수정, 개선의 노력을 위한 정책화 등은 향후 서울시가 결정한 것임을 밝힌다. 





1.	시설공단의	현황	및	변화의	필요성

2.	제언	Part	1:	

	 대시민서비스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조정	방안

3.	제언	Part	2:	

	 사업수행의	동기부여	제고를	위한	예산	및	회계체계	개선	방안

4.	제언	Part	3:	

	 인력/조직	효율화	및	역량	강화	방안	

5.	시설공단의	미래	모습	및	맺음말		

목차

99

102

123

128

133



101100



101100

1. 시설공단의 현황 및 변화의 필요성  

1) 시설공단의 현황

시설공단은 1983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현재 서울시 내 주요 공공시

설 18개(예. 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시립 승화원, 도시고속도로)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설공단의 운영 모델은 "시장이 지정

하는 서울시 소유 시설물"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0여년 간, 시설공단이 수탁 관리해 온 시설물은 다양하게 변모해 왔으나, 관리 

및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는 근본적 변화 및 개선 없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하여, 금번 프로젝트는 시설공단의 운영 방식 측면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개선의 기회를 

중점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범위, 예산체계, 조직 등의 개선안을 도

출하는데 주력하였다.  

2) 시설공단 변화의 필요성

2-1) 서울시의 공공시설 관리 기제 미흡이 초래한 "백화점식" 사업 구조	

시설공단 조직의 내부적인 이슈 진단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18개의 다변화된 

시설관리사업을 대행하는 데서 오는 운영 효율성과 효과성의 저하이다. 예를 들어, 공

단은 체육시설관리, 도로관리 등 요구되는 인력의 전문성 및 핵심 역량이 크게 상이한 

매우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주요 대도시 사례를 보더라도, 고유 사업 없

이 5개 이상의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열거하여 운영하는 시설공단과 같은 사례는 유례

가 없으며, 시설공단은 이와 같이 성격이 상이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력 운

영 및 설비 활용의 효율성 및 역량 배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시설공단에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들이 위탁된 가장 큰 원인은, 서울시 내부에 시설물 

관리 분야별 최적의 민간운영주체를 발굴하고, 이들을 효과적인 계약구조 및 모니터링 

방식을 통해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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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했을 때 서울의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권의 민간 위탁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

났다.

[도표1: 해외 대도시 공공시설 운영 현황]  

2-2)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 미흡 

첫째, 시설공단의 사업 관리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기제

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시설공단은 매년 사업별 성과 여부에 관계 없이 예산을 배정

받고 있으며, 수익은 시에 납부하고 있다. 성과에 관계 없이 예산을 배정받고 수익금을 

납부하는 기계적인 운영으로 인해 효율 경영 및 역량 배양을 위한 동기부여가 크게 약

화되고 있다. 시설공단이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는 체제가 

도쿄

서울

뉴욕

런던

시사점

▪ 국가 별로 공공시설
운영 주체는 시설의
특성 및 정책적
판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단, 하기 공통점 발견: 
– 공공 외 민간으로

소유/운영주체
다변화

공공시설 운영/관리 주체 공공(정부 혹은 정부가
설립한 공사/공단/재단)

민간(민간기업및 재단)체육

0 Central Park Conservancy     
1 New York City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2 예.Tokyo Dome Corporation
3 National Olympic Stadium by Japan Sport Council(이 외에도 대규모 종합경기장은 공공(시정부 or 시정부 출연재단)이 관리; TSBC의 도쿄 시정부의 기금 제공비율은 28%
4 Tokyo Metropolitan Park Association: 도쿄 시정부가 100% 출자한 공원관리재단
5 Tokyo Zoological Park Society: 도쿄 시정부 기금 7.5%, 잔여 기금은 입장료 및 기부금으로 구성
6 Tokyo Metropolitan Public Corporation for Road Improvement and Management
7 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야구장, 빙상장: 민간운영
민간협회/재단

▪ 기타 전문시설: 서울시
체육사업소, 서울시설공단

▪ 대다수:  민간 소유/운영
– 개발한 민간기업 운영
– 프로 스포츠구단 운영
– 민간전문 운영사

운영(예. MCU Park) 

▪ 야구장: 민간 소유/운영 -
개발사인 민간협회/재단2

▪ 종합경기장: 시정부 설립
재단인 TSBC3 일부 관리

▪ 전체 공원의 10%: CPC0

등 민간 시민재단 운영

▪ 대규모 공원:  NYCDPR1 

통합 관리

공원

▪ 지역공원: 민간 전문 관리
기업

▪ 왕실공원: 영국 왕실 직속
Park Agency 통합 관리

▪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설공단의 공공 중심
이원화(1개제외) 

▪ 대다수: 시정부 설립
재단인 TMPA4 통합 관리

▪ 동물원: 시정부 설립
재단인 TZPS5 통합 관리

▪ 대다수: 민간 소유/운영
– 민간협회/재단
– 개발한 민간기업 운영

도로

▪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설공단의 공공 중심
이원화(소규모 ~4개
유료도로 제외) 

▪ 지방도로: 민간 전문 관리
기업(민자 유료도로 다수) 

▪ 고속도로: 중앙정부 산하
전담 관리기관 통합 관리

▪ 대다수: NYCDOT7 관리
▪ 지역에 따라 일부 다리, 

터널 등: 공기업(MTA), 
뉴욕주정부, 시정부의
타부서 관리

▪ 고속도로: 시정부 설립
도로교통공사(TMPC6) 
통합 관리

자료: 전문가 인터뷰

해외 대도시 공공시설 운영 현황

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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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황 상 불가피한 방식이라고 할 지라도, 대행 사업의 틀 내에서 조직원들의 성

과 동기를 제고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것은 개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

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개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의 연속성은 매우 불확실하다. 즉,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언제든지 특정 시

설의 관리 권한이 회수당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인해, 조직원들의 동기부여가 근본적으

로 어려운 상황이다. 

[도표2: 뉴욕 공공시설 운영 사례]  

자료: 전문가 인터뷰

운영모델
설명

1980~

운영모델
선정의
Rationale

변화의 동인

시재정 악화로 공원
관리국의 예산 감소

최소한의 관리업무만 수행, 
공원 훼손

시정부 내 공원 관리에
전문성 갖춘 인력 부재

시민 조직 자생(Central 
Park Community Fund) 

▪ 자생적 시민 조직인 Central Park 
Conservancy 운영
– '98년 뉴욕시와 PPP 체결

▪ 뉴욕시 NYCDPC 직접 관리

▪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시민 중심
공간"으로 공원의 활용도 극대화

▪ 민간의 전문 역량/자원 활용도 극대화
– 강력한 마케팅 역량에 기반한 기금

모금(USD 400M~ 모금)
– 전문 운영 역량 확보(예. 조경학, 

디자인, 건설, 공원 운영/관리) 
▪ 시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 CPC가 USD 5M 모금 시 시정부가
USD 1M 지원

– USD 60M 이상 수익금의 50%를
CPC 이익금으로 유보

▪ 정부 정책 방향의 높은
수용성 및 빠른 실행력 확보
– 예. 녹지비율 유지 등

도시 계획의 반영 용이
▪ 시민의 Lifestyle과 직결된
공간으로 공공재적 성격

▪ 민간에 역량과 의지가 있는
관리 자원 조직 부재

지속 가능한, 비정치적인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전문 관리

정치적 목적 및 시민 니즈 부합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재로서의 공원관리

뉴욕 공공 시설 운영 사례

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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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순시설관리"에서 "시민 참여형 시설관리"로의 전환 필요

뉴욕, 런던 등 세계 선진 도시의 경우, 시가 운영하는 시설과 관련하여 체험의 극

대화를 통한 '시민 참여형' 시설 관리 방식이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예. 뉴욕 

센트럴파크는 민간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공원 활용도 극대화). 

그러나, 시설공단의 경우 서울 시민의 시설관리에 대한 수요는 점차 고도화되는 데 반

해 시설관리 방식은 단순한 '하드웨어관리'에 머물러 있다.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체육

시설(월드컵 경기장), 공원(어린이대공원), 청계천 등은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대시민 

접점형 시설이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실행을 통한 "시민 참

여형 서비스 제공"을 새로운 소명으로 인지하고, 이에 요구되는 역량 보강이 요구된다

(예. 도쿄의 경우 영역별 전문화된 관리 기관 보유).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프로젝트기간 동안 시설공단이 수행중인 18개

의 사업에 대한 진단에 근거하여, "사업수행 업무영역의 조정 방안", "동기부여 제고 

방안", "기타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도출하였다. 

[도표3: 도쿄 공공시설 운영 사례]  

2. 제언 Part 1: 

대시민서비스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조정 방안

사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시설공단의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에 

우선하여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바로 '시민의 복리 증진'이다. 

즉, 사업 영역 별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 주체

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감안하여, 금번 

과제에서는 시설공단의 사업 수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사업조정은 지양하였다. 대신 

사업별 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운영주체를 광범위하게 분석하는 방식

을 통해 시설공단의 사업구조 조정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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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별 전문화된 시설관리 기업 운영을 통해…

1 Tokyo Metropolitan Park Association(도쿄시정부가 설립한 재단으로 100% 시정부 예산으로 운영) 
2 Tokyo Zoological Park Society(도쿄 시정부가 설립한 재단으로 ~8% 시정부 지원금으로운영) 

시설 분야
전문 관리 조직
(비영리 재단) 

… 운영 효율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킴

전문가 의견

운영 효율성
제고
(i.e., 비용
감축) 

동일한 시설 관리 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상당함… 다수의 현장에
인력 및 장비, 전문성을
공동 활용해 산출물 대비
소요 비용 절감이 가능

운영 효과성
제고
(i.e., 서비스
품질 향상) 

시설의 종류에 따라
규제/법률, 행정 업무
절차가 상이함… 한 종류의
시설관리에 집중할 경우
요구되는 노하우 축적으로
사업 수행이 용이해짐

한 종류의 시설 관리에만
집중할 경우, 해당 영역의
다양한 고객 Segment 
분석에 기반,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교화가 가능함

일반
공원

시설 이름

▪ 도쿄시 소유 대다수
공원(통합관리) 

TMPA1

동물원

▪ 동물원(통합관리) 
– 우에노 동물원
– 타마 동물원
– 이노카시라 동물원 외

다수

TZPS2

장묘
공원

▪ 장묘 공원(통합관리) 
– Mizue Sougisho
– 타마 묘원
– 아오야마 묘원 외 다수

TMPA

자료: 전문가 인터뷰

도쿄 공공 시설 운영 사례

도표3

[도표4: 사업 운영 주체 선정 기준]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한 최적의 관리주체를 검토함에 

있어서, 효율성 및 효과성에 우선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리스크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민간부분에 위탁할 경우 설령 비용이나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개선의 가능성이 높

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우려 등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가 높고, 이에 대

한 관리가 민간 이양 시 어려운 상황일 경우, 1단계로 공공성이 있는 관리 및 운영주

체 내에서 최적의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예. 만일 민간위탁 시의 리스크 

발생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리스크의 파급력이 지대해 시민의 안전/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간위탁을 지양해야함. 시민 보안 시설인 공동구 관

리, 도로관리가 이에 해당됨). 민간 또는 공공 부문의 운영 주체에 대한 판단이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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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주체 선정 기준

자료: 전문가 인터뷰

현재 시설공단이 관리 중인
18개사업 영역에 대해…

…최적의 운영 주체 선정을 위한 기준을 수립함

생활/문화

도로/교통

기타

▪ 체육 시설(월드컵
경기장) 등 5개 사업

▪ 도로 시설 관리 등 8개
사업

▪ 지하도 상가 등 5개
사업

민간 위탁
사업 결정

공공 영역
내 최적의
사업 주체
정의

▪ 1)민간 위탁의 제약/Risk가 낮고
2)목표/KPI 수립/관리가 용이하며
3)역량있는 민간 주체가 존재하는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 공공기관의 지속수행이 바람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역량 및 개선 가능성 측면에서
최적의 주체 재정의

– 특히, 다수의 분산 주체가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너지 존재
시 통합 검토

도표4

로 내려질 경우, 2단계로 효과성,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다양한 후보자 중에

서 최적의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운영 주체로 요구될 

경우에도, 무조건 현재와 같이 시설공단이 운영하기 보다는, 시설공단, 서울시 본청, 기

타 공공 주체 중 최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다각적 측면에서 대안을 두고 검토하였

다. 동시에, 현재 운영주체가 분산된 경우(예. 도로, 체육시설 등), 운영주체를 통합하

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활동을 

통해 시설공단의 사업 영역 중 민간으로의 위탁이 필요한 사업, 타 공공기관으로의 이

전 및 통합이 요구되는 사업, 그리고 시설공단 중심의 통합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을 도

표5와 같이 도출하였다.

[도표5: 사업 운영 주체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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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주체 선정 결과

▪ 공동구

▪ 지하도상가

▪ 체납자동차세 번호판영치 지원

▪ 장사시설
– 서울추모공원
– 시립승화원

▪ 공원
– 청계천
– 어린이대공원

▪ 도심지 공사감독

▪ 상수도 공사감독

1 공단  민간 위탁 사업(2개)

▪ 글로벌센터 건물관리(단계적 이전안 제시) 

민간 위탁 사업

3 중장기 운영 주체 최적화 사업(2개)

▪ 서울시 전문 체육 시설
▪ 장애인콜택시

중장기 수행 주체 최적화

2 신규기관 통합 운영 사업(6개)

▪ 도로 고속도로 관리 주체
일원화(2개)
– 도로 관리처
– 도로 환경처

신규 공단 설립

▪ 신규 공단으로 단순 이전(4개) 
– 교통 정보 시스템
– 공영 주차장
– 공영 차고지
– 혼잡통행료

시설공단 대행 지속 사업 필수 대행 사업

현행 유지 사업 영역(9개 사업,  ~1,200명)  현행 대비 주요 변화 사업 영역(9개사업 영역) 

자료: 서울시 자료 및 인터뷰, 시설공단자료 및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도표5

1) 민간 위탁으로의 방향 전환 사업 요구 조건	

민간부문으로의 위탁이 적합한 사업은 첫째, 민간 위탁 시 리스크가 높지 않으며, 

둘째, 계약구조와 감시 체계를 통한 민간 주체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셋째, 시

설 운영에 대한 참여의지와 역량을 겸비한 민간주체가 현존하는 사업들이다. 현재 시설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인콜택시, 글로벌센터 건물관리가 이에 해당한다. 

1-1) 글로벌 센터 관리 

[현황 및 이슈]

글로벌 센터는 종로구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종합 서비스 시설(규모: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로, 국제기구 및 외국 공관 등이 입주해 있다. 시설공단은 본 건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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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업무(예. 임대 관리, 행사 관리) 및 시설 관리(예. 보안, 미화, 유지보수, 주차)를 수

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건물 관리 영역에는 공공부문 대비 경쟁력이 높은 

민간부문의 빌딩 관리전문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 방향] 

역량 있는 민간 업체의 존재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글로벌센

터 관리 업무의 민간 위탁을 권고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력 있는 민간 전문

업체가 존재하고, 이러한 민간 업체에게 위탁할 경우 청소, 경비, 안내와 같은 필수 관

리 인력을 현재와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면서도 업무지원, 시설관리 부문에서의 효율적 

인력 운용으로 현재 대비 ~30%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서비

스의 질" 측면에서 해당 업체가 자체 보유한 인력의 전문성 및 다양한 빌딩 관리 경험

에서 비롯된 노하우를 통해 유사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간 위탁을 즉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두 가지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서울시는 시에서 직접 민간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고려 중이다. 이러한 직고용제 전환 여부가 확정되어야 민간 위탁의 실질적 효

과를 추산할 수 있다. 둘째, 현재 글로벌센터 건물의 준공 관리 및 하자 보수 업무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공 기관의 책임성 있는 마무리가 필요

하다. 이러한 제약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위탁 업체 직고용 전환 정책 결정 및 준공 및 

하자 보수 문제가 해결이 되는 2~3년 이후에 민간 이양을 실행할 것을 제언한다.

2) 여타 공공기관 주도의 운영이 적합한 사업	

현재 시설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도시고속도로시설 및 환경관리 업무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와 업무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를 시설공단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통합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설공단 조직이 아닌 별도의 공단을 통한 분리 운영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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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1) 도로 및 교통 

[현황 및 이슈]	

현재 서울시 소속의 도시고속도로 176km 구간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도로사업소 

및 시설공단에 의해 이원화된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 도로사업소는 1,2종 시설물(예. 

교량, 고가, 터널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시설공단은 기타 부속 시설

물 관리(예. 가로등, 도로 표지, 안전시설물 등) 및 도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화 관리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간에 대한 관리 소홀이 발

생하고 있다(예. 도로 포장에 관련된 배상 책임은 공단에 있으므로, 도로 패임 발생 시 

사업소는 노면의 항구복구 작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상태이며, 지하차도 부근의 

난간 및 날개벽 등의 부속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업무사각지대 현상

이 야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은 시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개선 방향] 

단기적으로,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업무 주체를 시설공단 중심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 및 서비스 측면에서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재 대비 더욱 신

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민원 업무의 일괄 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방지할 수 있으며, 

수행 주체간 지속적 업무 영역 조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단, 현재 도

로사업소가 수행 중인 1,2종 시설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은 기본적인 수행역

량은 갖추었으나(예. 정밀 안전진단과정 교육이수자 ~30명 보유, 시설물관리전자DB를 

통해 과거 관리기록의 조회가 가능함) 실제 관리 경험이 없으므로 실무 노하우가 부족

하다. 따라서 사업소 내 교량보수과 인력 ~15명을 공단으로 파견 배치하여 시설공단

의 실무 역량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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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6: 도로 업무 주체 통합의 기대 효과]

중장기적으로는, 도로 및 교통 관련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별도 공단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도로관리 분야는 현재 타 시설 대비 시민 만족도가 낮으며(예. 행정서

비스 시민평가 기준 최하위),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 개선을 위해 관리 수준 향상이 시

급하다. 또한, 향후 도시고속도로 증설('16년 강남순환고속도로 완공으로 관리 구간 

10km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 대비 업무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역량 보완 

필요성 및 업무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시설공단이 비관련 사업(예. 체

육시설 관리, 장사시설 등)과 병행하여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 보다는, 도로 및 

교통 관련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별도의 공단을 신설하는 것이 전문성, 효율성, 안전 

도로 업무 주체 통합의 기대 효과

효과성:
시민 안전 제고

▪ 도시 고속도로 관리 업무
일원화 통해 사각 지대
감소 및 신속한 상황
대응

– 도시 고속도로 관련
업무 책임 주체
일원화 통한 관리
사각 지대 방지 (예. 
도로 패임 복구 업무
수행 일원화)

– 돌발 상황 발생시,
대응 소요 시간 감축
통해 잠재적 사고
가능성 방지

효율성:
운영 및 비용 효율성 제고

▪ 도시고속도로 관리 책임 불분명 소지 제거 및 업무
일원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가능

– 민원관리 및 복구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 제거 및 업무 시간 단축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 관리 노선 효율화 통한 차량 운영 비용 감축

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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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더욱 적합한 방안이다. 해외 주요 대도시의 경우, 책임 소재 

명확화 및 관리 노하우 축적을 위해 타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도로관리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예. 뉴욕시 교통관리국, 런던 교통공사, 도쿄 수도고속도

로 관리회사, 싱가포르 육로교통관리국 등). 

[도표7: 해외 주요 도시의 도로 관리 전담 조직 사례]

단, 공단 신설 과정에서 지방의회 및 시민 의견 수렴, 안전행정부 협의를 통해 공

단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설공단 중심으로 도

시고속도로 업무를 통합 시행하고, 이후 공단 내부의 현존 이슈 해결(예. 인력 효율화), 

통합 관리를 위한 역량 배양(예. 시설물 관리 노하우 배양), 중앙정부 협의 및 시민 의

도시고속도로관리를 서울시 및 시설 공단이 공동
수행

도로교통관련 업무 수행 전담 조직 운영

VS.

도로교통관련사업중
서울시와 업무 중첩영역

도로교통 비관련사업

체육시설관리

대중교통관리

도로 관리뉴욕시
교통관리국

도로 건설

재난 방지 및 복구

도로 환경 관리

도로 시설 관리

교통 정보 서비스…

뉴욕

런던

도쿄

싱가
포르

해외 선도
사례

서울시
사례

도로관리업무 수행 주체가 도로 및 교통과 관련도가 낮은
기타 사업을(예. 스포츠 시설, 공원) 공동 수행하는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음. 전담 조직 형성을 통해 업무 전문성 배양 및
업무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이탈리아 도로 관리 전문가

…
…

면허 관리

육로 교통
관리국3

도로건설

재난 방지 및 복구
수도고속도로
관리회사2

주차시설관리

도로시설관리

도로 관리

대중교통관리

도로 시설 관리

도로 환경 관리

도로 요금 징수

교통정보제공

런던 교통
공사1

도로 관리

대중교통관리 도로시설관리

도로 환경 관리

교통 정보 제공

교통 정보 제공

예시적

공원시설관리

도로시설관리

도로환경관리

시설공단

도로사업소

직속 조직

서울특별시

1 Transport for London
2 Shutoko: 중앙정부에 의해 세워진 조직으로 '05년 민간회사로전환되었으나, 공공성 유지(예. 중앙정부 지분 50%, 타지자체 지분 50%)
3 Land transport authority

해외 주요 도시의 도로 관리 전담 조직 사례

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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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는 도로 및 교통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공단의 신설 

및 업무 이전을 권고한다.

[도표8: 도로 관련 업무 통합 단계적 방안]

3) 장기적 운영주체 최적화가 요구되는 사업 

3-1) 서울시 전문 체육시설

[현황 및 이슈]	

[도표9: 체육 시설 운영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 방향]

현재 서울시 전문체육시설의 운영·관리 관련 효율성 및 효과성은 저조한 편이며, 

이는 운영주체 결정의 임의성 및 성과관리 체계의 미흡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 관련 업무 통합 단계적 방안

주요
수행
과제

예상
기대
효과

시설공단 중심 업무 통합 수행 및
내부적 경영 효율성 개선
시설공단 중심 업무 통합 수행 및
내부적 경영 효율성 개선

별도의 도로 및 교통 관련 업무 전담
공단 신설 및 해당 사업 업무 이전
별도의 도로 및 교통 관련 업무 전담
공단 신설 및 해당 사업 업무 이전

▪ 현재 이원화된 도시고속도로 업무 영역
시설 공단 중심 통합 관리
– 사업소 인력 배치 통한 시설물 관리

노하우 배양
▪ 자체적 경영 효율성 개선

– 업무 내 인력 운영 효율화(예. 야간
근무 불필요 인력 축소)

▪ 서울시 예하 도로 및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공단 신설

▪ 기존 시설 공단 수행 사업 중 도로교통
관련 사업(예. 시설관리, 환경관리, 
교통정보 등) 일체 신설 공단 이전
– R&D 강화 등 기술/역량 배양에

집중하고 경영 효율성 개선

▪ 업무 일원화 통한 업무 사각 지대 해소
▪ 내부 인력 운영 효율성 개선(예. 부서
개편으로 과다 투입 인력 타부서 배치, 
불필요한 야간 근무 인력 축소)

▪ 도로교통관련 업무 일괄 관리 통한
업무 전문성 및 관리 집중도 향상

▪ 향후 도시 고속도로 관련 업무 영역
확대 시 조직 확장 상대적 용이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

▪ 현존 하는 내부적
이슈 선결 필요
– 내부 조직 개편

및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

▪ 일괄 관리 위한
역량 배양 필요
– 시설물 점검

노하우 이전
필요

▪ 중앙 정부 협의 및
시민 의견 수렴 과정
시간 소요
– 행안부 협의 및

시의회 및 주민
설명회 소요

시설 공단 중심 통합
~2014년

별도 공단 신설
~2016년

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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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운영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 방향

낮은 서비스 만족도
▪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최하위권

– 특히 시민의 접근성, 대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만족도 개선 시급

재정 자립도 개선 여지 존재

서울시 전문체육시설 운영의 주요 이슈

전문체육시설 전반

사업소 vs. 공단 간의 운영 주체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효과성 제고
가능성 제한
▪ 인건비 등 운영비 효율화 기회 제한
▪ 통합 마케팅 등 효과성 측면 제약
▪ 서비스 품질의 일괄 관리 어려움

공공주체 관리
경기장

비효과적 계약 구조 및 관리 기제 미비로
사업소 및 공단 대비 서비스 만족도 낮음
▪ 계약 조건의 불명확성
▪ 추가 수익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모니터링 및 패널티 기제 미흡

민간위탁
경기장

자료: 전문가 인터뷰

주요 개선 영역

단기(~2014) 중장기(~2016) 

공공관리 경기장: 
▪ 현 운영 주체체의
역량/전문성 제고

▪ 경기장 일괄 관리
기제 적용 및
개선

공공관리 경기장: 
▪ 운영 주체 통합
및 체육시설
전담 관리기관
설립 추진

민간위탁 경기장
▪ 계약조건 및
모니터링 기제
재정비

▪ 파일럿 테스트
수행

민간위탁 경기장: 
▪ 수탁의지 및
역량 보유 주체
파악 시 민간
위탁 확대(예. 
월드컵 경기장) 

도표9

현재 서울시의 전문체육시설은 14개이며, 현재 리모델링 중인 장충체육관 및 건축 중인 

고척돔을 포함하면 16개이다. 14개 시설에 대하여 서울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의

한 직영", "서울시설공단에 의한 위탁 운영", 그리고 "민간위탁" 등 세가지 형태로 분

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운영주체 선정의 임의성, 공공운영주체의 분리(서

울시 직영 및 시설공단 위탁), 시설 관리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기제의 미흡(예. 

계약 조건의 불명확성, 모니터링 및 페널티 조항 부족 등)으로 인해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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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1] 

민간위탁 계약 구조 및 모니터링 기제 강화에 기반한 민간운영 확대:  

컨텐츠 발굴, 시설관리 측면에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주체(예. 프로구단, 체육협

회)가 존재할 경우 민간 주체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전문 체육시

설의 운영 주체 선정이 가능한 경기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우선 고려하되, 원활한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을 위해 계약 구조 및 모니터링 기제를 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한

다. 민간위탁 경기장을 대상으로 개선된 계약 구조를 시범 운영하여 성공을 확보한 후, 

민간위탁 타당성이 높은 경기장에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전문체육시설은 

스포츠 경기를 위한 장소의 제공을 넘어서, 체육, 문화, 엔터테인먼트 제공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컨텐츠 개발 및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부문이 운영

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질" 및 비용효율성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프로스포츠 

리그를 위한 경기장(예. 잠실 야구장, 월드컵 경기장) 및 아마추어/일반 스포츠 리그를 

위한 경기장(예. 효창운동장)의 경우, 계약 구조 및 모니터링 기제 개선을 통해 효율성 

및 효과성 달성 여부를 통제할 수 있으며, 역량과 의지가 있는 민간 주체가 다수 존재

하여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높다. 

[도표10: 해외 주요 도시의 민간 주체 경기장 소유 및 운영 사례]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 선정 프로세스, 계약 구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성 및 효과성 개선을 이끌어 내기에 미흡하여 전면적 재검토가 시

급히 요구된다(예. 기존 수탁자의 성과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재계약, 수탁자 의무사항

의 세부적 규정 미흡, 추가 수익 창출 및 비용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회계 감사 

의무 부재 등). 계약 구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민

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 비용 발생, 민간 부문의 미성숙, 시민의 정서적 저항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계약 구조 및 모니터링 방

식을 개선하고, 기존 민간위탁 운영 경기장(예. 잠실야구장, 목동빙상장, 효창운동장)

을 대상으로 해당 개선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장기적으로 시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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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체 소유
주요 전문 체육
시설 ~50% 

소유

도쿄

주요 경기장

예시

Tokyo Dome 
(The Big Egg)

소유주체

[민간] Tokyo Dome Corp.(Sumitomo Mitsui Trust 
Bank, Limited 자회사)

운영주체

Tokyo Metropolitan 
Gymnasium

[공공] 도쿄시 소유 [준공공] TSBC1(정부출연 재단-
정부 38% 지분 보유) + Tipness,
O-ence(체육시설 전문 관리기업)

Tatsumi International 
Swimming Center

[공공] 도쿄시 소유 [민간] 도쿄시 수영협회 + O-ence, 
Central Sports(체육시설 전문
관리업체) 

소수의 시정부
소유 경기장

뉴욕

MetLife Stadium New Jersey Sports 
& Expo-sition
Authority

[민간] Metlife stadium Company, 
LLC(New York Giants 50%, New 
York Jets 50%)

MCU Park [공공] 뉴욕 시 [민간] Brooklyn Baseball 
Co.(Sterling Mets 자회사) 

자료: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1 Tokyo Sports Benefits Corporation 
2 Société d’Exploitation Sports-Evénements Vivendi SA의 자회사

Parc des 
Princes(프랑스) 

[공공] 파리시 소유 [민간] SESE2– Vivendi 자회사로
전문 체육시설 운영 기업

C.P. National Sports 
Centre(영국) 

[공공] 영국 정부
소유

[민간] Greenwich Leisure 
Limited(사회적 기업) 

Olympiastadion
Berlin(독일) 

[민간] WALTER BAU-AG/ 
DYWIDAG(전문시설 운영 기업) 

[공공] Olympia-
stadion Berlin

Old Trafford(영국)  [민간] Manchester United plc(구단이 소유 및 운영) 

유럽
주요 도시

공공(정부 혹은 정부가
설립한 공사/공단/재단)

민간(민간기업및 재단)

운영

시 정부 소유
주요 전문 체육
시설 ~50%

대부분 민간이
운영

정부 출연
재단(TSBC1) 운영

대부분 민간 소유
▪ 민관 합작 투자

통해 민간
소유하게 된
경우 다수

민간이 운영
▪ 프로 구단, 

관련 협회, 
전문 체육시설
관리 기업 등

협회 등 민간
운영

대부분 민간 소유

일부 시정부 소유
경기장

민간이 운영
▪ 프로 구단, 

관련 협회, 
전문 체육시설
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해외 주요 도시의 민간 주체 경기장 소유 및 운영 사례

도표10

영의 성공체험을 확보한 이후에 민간 위탁 타당성이 높은 경기장(예. 목동야구장, 장충

체육관, 고척돔구장, 월드컵경기장, 잠실실내체육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 운

영하되, 그 과정에서 입찰자의 역량 및 의지에 대한 구체적 검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

다.

[도표11: 체육 시설 운영 해외 사례1]

[도표12: 체육 시설 운영 해외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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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용이한 입지

고품질의
탈의실, 
샤워실

식당, 매장 등
부가 서비스

5대5 또는
7대7 경기장

고품질의
3-4º 
generation 
잔디구장

자료: 홈페이지(http://www.futbolclub.it), 전문가 인터뷰

▪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보조구장 및 풋살 경기장을 활용하여 작은 규모의 Soccer Village 조성을 고려

▪ 소유주체(서울시 체육진흥과) + 운영주체(시설공단) 협력 요구됨

경기장
▪ 고품질의 잔디구장
▪ 3개의 축구장
▪ 5개의 5:5 ~ 7:7 미니 경기장

예약 시스템: 개인 사용자 예약 가능
▪ 개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하여

자발적으로 클럽을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과 합류

▪ 경기장 전체 임대도 가능

일반인 대상 축구 역량 향상 프로그램 제공
▪ 원하는 시간대에 코치 예약 가능
▪ 축구를 피트니스 및 기술적 운동과

결합(플레이어 1명, 2명, 3명 … n명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상비)

▪ 성별,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 선택 가능
(20대 미만 부터 60세 이상까지 연령대별
프로그램 구비, 여성 위한 프로그램 별도
운영)

편의 시설 확보
▪ 고품질 샤워실, 탈의실 확보
▪ 매점, 식당 등 부가 편의 시설 확보

아디다스 FUTBOLCLUB
▪ 개인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클럽으로서 그룹 활동 접목
▪ 일반인들이 이상적으로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체육 시설 운영 해외 사례 2

자료: 클럽 웹사이트

…팬층의 로열티 역시 증가하여 경기장 수입
증대함

Veltins Arena의 고품격 외식 서비스는
추가 수입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 새로운 Veltins Arena(2002년 재개장)의 경우, 
샴페인 등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체 고객
경험이 크게 증가함. 축구 팬들이 경기 시작
최대 3시간 전부터 경기장을 방문하자, 추가
수입이 경기당 약 70만 유로에 달함.

신규 Arena 개장 및
프리미엄 서비스 시작

▪ 현재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경기 시 일반/프리미엄 외식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운영주체(시설공단) + 사용주체(구단) 협력 요구됨

%

67

27 26

Single
ticket

5

100% =

Season 
ticket

VIP

5

2003

61

69

2001

46

02

60

68

33

0

체육 시설 운영 해외 사례 1

도표11

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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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2] 

非민간위탁 경기장의 시설공단 통합관리:

현재 非민간위탁 경기장의 경우 서울시 직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 목동, 신

월, 구의 경기장) 및 서울시설공단 위탁(월드컵경기장)으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로 인해 체육시설 통합관리 시 달성 가능한, 종합적 역량 개선, 표준화된 지표 사용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광고/스폰서 및 대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

이 어려운 상황이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및 시설공단의 현재 역량 및 성과만으로는 양자 중 어떤 조직이 최

적의 통합주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양자가 관리하는 시설의 성격이 현저하게 다르므

로 1 대 1 비교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감안하고 비교하더라도 현재 일부 역량은 사

업소가(예. 행사 대관) 우수하고, 일부 역량은 시설공단(예. 시설관리 효율성 및 시설관

리 수준)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육시설 운영의 효과성(예. 대시민 서비스 품질

의 일괄적 관리, 경기장 간 네트워킹을 통한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 및 효율성(예. 운영 

인력 및 장비의 공유) 달성을 위해서는 하나의 전담 관리 주체가 공공 체육시설을 일괄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쿄의 경우에도 도쿄 정부가 출자, 설립한 Tokyo 

Sports Benefits Corporation가 공공 체육시설을 전담 관리하고, 민간 위탁 업체와

의 협업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성 배양과 규모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왔다. 

단, 서울시의 경우 단기간 내 일원화된 관리 주체를 신설하거나 시설공단과 서울

시 사업소 중 최적의 주체를 선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어떤 주체가 최적의 역

량을 보유한 주체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조직의 신설 혹은 일원화 시 현

재 인력의 재배치, 중앙 정부의 승인 등 조직적, 법적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설공단과 서울시 사업소 양 주체의 무리한 통합보다는, 각 주체

의 쇄신 노력을 통한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 개선을 제안하였다. 향후 1~2년간 시설공

단과 서울시 사업소는 공히 일반 시민 및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체육시설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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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칭)"의 운영을 통해 전문 체육시설 관리의 개선 방향을 수렴하고, 전문 조직으

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 구조의 개편, 전문 인력제도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

안한다. 이처럼 관리 기반이 다져진 이후 서울시는 "여전히 통합 관리 주체가 필요한

가? 필요하다면 어느 주체가 더 우수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체육시설 운영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

는 주체인 체육시설관리위원회가 본 의사결정의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운영주체 변화 추이는 도쿄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위탁관리 체

계 시험 운영 및 민간 운영주체 육성이 필요한 과도기에 도쿄도 정부는 TSBC(Tokyo 

Sports Benefit Corporation)이라는 준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체육시설 관리업무를 전

면적으로 이전하였다. 

[도표13: 유럽 주요 경기장 서비스 현황]

3-2) 장애인 콜택시

[현황 및 이슈]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시의 예산 지원 하에 공단 직영으로 운영되

고 있다. 시설공단은 현재 360명 규모의 운전기사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차량 또한 직

접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 600대 규모까지 장애인 콜택시 차량의 증차를 고려중인 상

황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규모의 경제 및 전문성 축적은 민간 부문에 비해 어려

운 실정이다(예. 차량 관리 및 운전원 노무 관리 역량 축적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 주체 

대비 차량 운영/관리 비용 수준이 높은 상황임).

[도표14: 장애인 콜택시 운영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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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경기장 서비스 현황

경기장 내 레스토랑, 바

컨퍼런스 시설 및 컨퍼런스 박스 (주로 10-
50명 수용 가능한 VIP 공간)    

고급 외식 서비스(Catering 서비스)

상품 아울렛

경기장 내 10% 프리미엄 좌석 비중

박물관(홍보관) 

VIP 지하 주차 공간

호텔

로지 박스(발코니 형태의 Semi-VIP 공간. 
주로 4-12명 씩 수용 가능) 
컨퍼런스 박스 및 로지 박스 이용자만 접근
가능한 서비스 제공 공간(외식 서비스 등) 

나이트 클럽

오피스 공간

유럽 주요 국가 경기장의 주요 시설 및
서비스1

쇼핑, 레저 공간

별도의 뮤직 아레나

메가
경기장(6~8만석) 

대규모 경기장
(4~6만석)

중간규모
경기장(2~4만석)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6천 석)

자료: KPMG Stadium Insight 2011

거의 모든 경기장에존재

다수 경기장에존재

일부 경기장에 존재

존재

존재하나 미흡

부재

1 2005년 이후 신축된 40개의 유럽 소재 경기장 대상으로 조사함

해외 동급의
경기장에는 존재하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없거나 미흡한 시설에
대해 도입 및 개발 고려
할 수 있음

월드컵
경기장은 메가
경기장임

Skybox가 VIP 또는
테마석으로서 역할
미흡

홍보관 리모델링
계획중임

도표13

관리 주체:
공공 기관

운영 주체: 
민간 기관

장애인 콜택시 운영 해외 사례 민간

공공

시사점

▪ 복지 서비스적
성격으로
공공의 예산
지원 및 관리가
필수적이나,

▪ 차량 운행
업무는 민간
택시 회사 및
비영리 조직
위탁이 일반적

스톡홀름

▪ 민간 택시 회사
위탁(100%)
– 민간 택시 회사

대상 경쟁 입찰
– 선정된 22개

위탁 택시 회사
통해 운영

▪ 공공 예산 지원
– 국가 1/3 지원
– 주정부 1/3 

지원
– 시정부 1/3 

지원
▪ 공공 관리 주체

– 스톡홀롬
시정부 예하
복지 교통국

런던

▪ 비영리 조직
'Dial-a-ride'에서
직접 운영(100%)
– 최초 봉사

단체 성격으로
설립됨

– 자체 차량
구입 및 기사
고용

▪ 공공 예산 지원
– 런던 시 정부

예산 지원
100%

▪ 공공 관리 주체
– 런던 교통

공사(시정부
예하 공기업) 
직접 운영

▪ 공공 예산 지원
– 주의회 82% 

지원
– 국가사회보장

18% 지원
▪ 공공 관리 주체

– 베를린 시정부
예하 노동
복지국

▪ 공공 운영(33%)
– 사회 서비스

요원(병역
거부자) 통해
~50여 대 운행

▪ 민간 택시 회사
위탁(67%)
– 택시회사 계약

통해 ~100대
운행

자료: 고객사 인터뷰, 고객사 자료

▪ 공공 예산 지원
– 뉴욕시 재원

▪ 공공 관리 주체
– 뉴욕시 시정부

예하 교통국
관리

베를린뉴욕

▪ 공공 직접 운영
(전체 차량 70%)

▪ 민간 위탁 운영
(전체 차량 30%)
– 관리 용이성 및

경쟁 환경 조성
위해 2개 업체
동시 위탁 관리

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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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대기 시간 단축을 통한 서비스 질 상승 가능성 및 비용 절감 가능성, 민간업체의 

역량 수준 등을 고려 시, 장기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서울시 관리 하에 실제 운

영 업무는 민간 주체까지 확장하여 다변화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다.

현재 서울시에는 200대 가량 차량을 보유한 택시 업체 혹은 연합 조직이 다수 존

재하며, 택시 업계 측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 위탁 수행을 사업 확장 기회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간 주체 운영 시, 수탁 업체의 다양한 운영 경비 절감 노

력(예. 정비 점검 사전경쟁입찰을 통한 점검비 인하, 무전기·미터기 설치 및 관리 비용)

을 통해 현재 대비 ~6% 수준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산 

절감분을 차량 증차에 투자할 경우 현재 대비 ~50대의 증차가 가능하며, 이는 이용 고

객의 가장 주요한(전체 불만족 이유의 ~40% 이상) 불편 사항인 배차 시간 지연을 직

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 주체 최적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도 충분히 실행 가능

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2013년부터 시설공단은 민간 개인 택시 50대를 장애인 콜

택시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 수준이 저조한 기사를 대상으로 계

약 해지 조건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공단 운전원 운행 차량 대비 ~30% 높은 서비스 

만족도(94점)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의 효과들로 인해, 뉴욕, 스톡홀름, 베를

린, 런던 등의 해외 대도시의 경우도 예산 지원 및 관리는 공공에 의해 수행되나 차량 

운영 업무는 민간 주체(예. 택시 회사 및 비영리 단체가 운영. 스톡홀롬의 경우 경쟁입

찰을 통해 선발한 민간 택시 회사 22개에 의해 100% 운영)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국내에서도 부산시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인 ‘두리발’을 택시 조합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단, 성공적 민간 위탁을 위해서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 수렴 및 서울시의 관리 역량(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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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입찰을 통한 민간 업체 선발, 서비스 수준 모니터링, 예산 운영 투명성 통제)의 확

보가 선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내에 

민간 위탁 운영을 시행할 경우, 장애인 단체 반발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의 잠재적인 위

험요소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6년까지는 운영주체 최적화를 위한 선행 작

업(예. 장애인 단체 의견 수렴, 위탁 업체 관리 역량 보완) 수행 이후, 2018년부터 사업 

주체 최적화를 위한 민간 위탁 시범운영 도입이 필요하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장애

인 단체, 전문가, 서울시 및 공단 주무부서로 구성된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협의회'를 구

성하여,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효과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후 2~3년 간의 민

간위탁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효율성 및 효과성 개선, 잠재적 위헙 요소 통제 여부 등

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주체 최적화가 필요하다.

[도표15: 장애인 콜택시 운영 주체 최적화 단계별 방안]

장애인 콜택시 운영 주체 최적화 단계별 방안

주요
운영
방안

예상
기대
효과

운영 주체 최적화 위한 선행 작업 시행운영 주체 최적화 위한 선행 작업 시행

점진적 역량 보완
~2016년

위탁 시범 운영
~2018년

중장기적 사업 수행 주체 최적화중장기적 사업 수행 주체 최적화

▪ 시민 의견 수렴 및 관리 역량 보완
– 장애인 단체 의견 수렴
– 위탁 운영에 필요한 관리 역량 보완(예. 

업체 선정, 요금 정산, 서비스 수준
평가)

▪ 인력 ~20% 추가 고용을 통해 휴무 차량
감소를 통한 서비스 품질 증대

▪ 민간 위탁 시범 운영
– 증차 및 자연 감소분 대상 공단 직접

운영 차량의 증차 없이 민간 2~3년간
위탁 시범 시행

– 역량(예. 차량 대수, 인력 수, 서비스
만족도) 보유한 주체 대상으로 시범
위탁 운영 수행하여 운영 주체 최적화

▪ 위탁 시범 운영 통한 운영 주체 최적화의
실제 효과 검증
– 위탁 시범 운영 기간 내에 이용 고객

대상 서비스 수준 평가 통해 실제
개선 효과 확인 가능함

▪ 단기적 변화 도입으로 인한 Risk 축소
– 서울시 산하 기관인 공단이 아닌 타

주체가 수행할 경우 관리 주체의
모니터링 역량 보완이 필요함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

▪ 시민 반발 위험
– 장애인 단체

정서적 반감
가능성 존재

▪ 민간 업체 역량
검증 필요성
– 위탁 시범

통해 비용 및
서비스 개선
검증 필요

▪ 관리 모니터링
역량 배양 필요
– 요금 정산 및

서비스 수준
모니터링
기제 확보
필요

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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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5개 사업을 제외한 14개의 사업은 종전과 같이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최종 분석되었다. 즉, 단기간 내 전면적인 민간 위탁을 실시할 경우 리스

크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미흡하거나(예. 공영주차장), 공공성이 너무나 중요해 향

후에도 공공주체만이 관리해야 하는 사업으로, 시설공단 외 업무 수행 경험 및 역량을 

보유한 공공주체가 없는 사업(예. 공동구, 청계천 관리)들은 시설공단이 향후에도 지속

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현 운영체제를 유지하나 중장기적으로 

운영구조를 최적화하는 사업으로는 장애인 콜택시를 제안한다. 이중 일부 사업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시설공단 유지 사업 

4-1) 장사시설

[현황] 

서울시의 장사시설은 고양시에 소재한 승화원과 서초구에 소재한 추모공원이 있

으며, 이 둘은 모두 서울시정부 소유로 시설관리 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공공묘지 매장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화장 장려 정책의 결과로 화장문화가 

대중화 되었으며, 이제 화장시설은 사회의 주요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내 

화장 시설은 승화원과 추모공원에만 존재한다. 

[개선 방향]	

화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독과점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여 민간위탁에 제약

이 있다. 현재 공설 묘지에는 신규 매장이 불가능하여 화장이 주요 장례 방법인 상태

에서, 서울시에는 승화원과 추모공원 단 두 곳만이 화장로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인 

화장시설 설립 또한 주민 반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민이 수도권(수원, 

성남, 인천, 용인)에 소재한 관외 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서울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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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시립시설 이용시의 10배가 넘는 약 1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해

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립 장사시설 두 곳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독과점으

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시설공단은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운영주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다. 시설공단은 87년에 승화원을 수탁한 이래로 승

화원의 관리를 지속해왔으며, 추모공원 신설 시에는 발주와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의 화장 시설에 대한 우수한 관리는 다른 지자체

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만큼 운영 상의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화장시설을 민간 위탁할 경우 독과점 위험이 있으며 공단의 관리 능력 또한 우수

하므로 운영주체 변경이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시립 장사시설은 향후에도 시설공단이 

관리를 지속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공동구

[현황] 

공동구는 전선, 통신선, 수도관, 가스관 등의 시설물을 도로 지하에 공동으로 매

설한 터널 시설이며, 시설물을 지하에 매설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

며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km2 이상의 도시 및 택지 개발 

시에는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서울시 내 전체 6개 공동구는 95년 이후부터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개선 방향] 

공동구 관리는 법적으로 민간 위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시설공단의 관리 역량

이 충분한 만큼 향후에도 공동구는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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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시민의 안전/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는 설비들의 결집 구역을 관리하는 업무'는 공공기관이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존의 서울시내 6개 공동구는 모두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은 법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시설공단은 95년부터 서울시의 공동구들을 관리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

하고 있다. 효율적 인원 관리를 통해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공동

구 관리와 관련된 사고가 한 건도 없을 만큼 관리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도도 높다. 이

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 공단에서는 서울시의 공동구 관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따라

서 공동구 관리는 유일한 적법 관리 주체이자 우수한 관리 역량을 보유한 시설공단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3) 번호판 영치지원

[현황]	

번호판 영치 사업은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여 세금 납부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거 서울시 직원이 수행하였으나 97년 공무원 인력 감축 이후 시

설공단 인력이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다. 현재 공단 소속 직원 72명이 25개 구청에 파견

되어 있고, 해당 인건비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그러나 공단 소속 직원의 역할이 구청 직

원의 단순 업무 보조라는 점에서 인력 활용 비효율 문제가 존재하고(예. 구청 세무 공

무원의 업무 수행 시 현장 보조 업무만 수행함), 민원 발생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상황

이다(예. 공무원 고유 업무인 조세 징수를 공단 직원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 민원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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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인력 활용의 효율성 측면과 번호판 영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향후 번호판 영

치 사업은 구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한다. 첫째, 인력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

서 공단 직원의 역할은 구청 직원 업무의 단순 보조에 그치고 있으며, 과거 대비 공단 

소속 인력의 감소분을 기존 구청의 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향후 공단 인력 

감소분도 기존 구청 인력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번호판 영치 업무는 

준조세 징수 성격을 띠는 공공 고유 업무 영역으로서, 공단 직원의 업무 수행에 대해 

납세자 보호 연맹 등의 반발이 예상되어 구청이 이상적 업무 주체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업무 수행 인력의 고용 문제로 인해 단기적 변화는 어렵기 때문에 공단 인

력의 자연 감소 시점까지는 구청 파견 유지를 권고한다. 따라서 향후 ~20년에 걸친 자

연 감소 시점까지는 현재 업무 수행인력의 구청 파견을 유지하되, 구청 내 유사 업무를 

겸업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면서 장기적으로 번호판 영치 사업의 구청 중심 통

합을 제안한다.

[도표16: 시설공단 중장기 사업 조정 방안]

3. 제언 Part 2: 

사업수행의 동기부여 제고를 위한 예산 및 회계체계 개선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조정 방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적 실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효율성과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체계가 요구된다. 

현재 시설공단의 노력으로 사업별 목표 수익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는 전무한 상황이다. 오히려 사업 확대를 위해 제안한 예산이 서

울시 승인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예. 월드컵 경기장의 

2013년 화장실, 보행로 개선 예산 삭감, 시립승화원의 지하유족식당 리모델링 예산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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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등).

이와 관련하여 본 용역기간 동안 제도적 기제를 통해 목표 초과 달성 시 추가 사업 

예산을 지급하는 형태로 시설공단 조직원들의 성과 향상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는 방

안을 도출하였고, 서울시-시설공단 모두 새로운 예산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

다. 예산 체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도표17: 성과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방안]

중장기적으로 도로교통공단과 민간 주체에게 일부 사업을 이전하고, 11개 사업에 집중함
으로써 대시민 접점의 생활/문화형 시설 관리 중심의 전문 공단으로의 변모가 기대됨

중장기 개선 방향

청계천

어린이 대공원 서울추모공원

번호판 영치상수도 공사감독

월드컵 경기장

서울시립 승화원

지하도 상가

공동구 위탁 공사감독

도로교통공단
(6개 사업)

시설공단(11개 사업) 

교통정보 시스템

대시민
접점의 생활/
문화형 사업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혼잡 통행료 징수

민간 주체

장애인콜택시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체육시설 일부

도로 환경 관리

기타 시설
대행 사업

도로 시설 관리

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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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1. 추가 예산 편성 대상사업 선정]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성과 창출의 동기 제공이 시급하고, 이로 인한 성과 개선효과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창출형 사업"을 선별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수익 창출

이 정책 목적과 배치되지 않고(예. 혼잡통행료를 통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시정

부의 정책 목적에 반함), 둘째, "추가 수익" 창출 방안이 다양하여 수지율(수입/예산) 

개선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며, 셋째, 추가 예산을 재투자할 "대시민 서비스 개선" 항목

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월드컵경기장 포함), 지하도상가, 어린이대공원, 시립승화원, 추모공원, 청계

천 등 6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주요 개선 사항

성과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추가 예산 편성 대상 선정
▪ 체육 시설, 지하도 상가, 
어린이 대공원, 시립 승화원
및 추모 공원, 청계천

추가 예산 지급 방안에 합의
▪ 목표 수지율 110% 이상
초과 달성 시, 초과 달성분
50% 추가 예산 지급

실행력 담보 기제
▪ 시장 – 이사장 책임 경영
계약 내용 추가

▪ 이사장 – 임직원 책임 경영
계약 강화

. . .

. . .

예산처

사업부 주관부서

예산 제안

예산 심의, 
편성

예산 제안

예산 심의, 
편성

사업부 주관부서

사업부 주관부서

사업부 주관부서

B

C

A

현황 및 변화 방향 현황 추가 기제

성과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방안

자료: 전문가 인터뷰

도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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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2. 추가 예산 지급 방안 확정]	

다음으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가 예산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

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선정 사업들에 대한 "목표 수지율 110% 이상을 초

과 달성할 경우, 초과 달성분의 50%를 추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데 서울시와 시설공

단 간 공감대를 도출하였다. 성과 예산의 지급 방식은 여러 방안 중, 6개 선정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로 지급하는 방식과 6개 선정 사업 대상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케 지

급하는 방식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18: 성과에 따른 추가 예산 지급 방안]

성과에 따른 추가 예산 지급 방안

자료: 전문가 인터뷰

▪ 수입창출형 사업1  “사업 별”로 목표
수지(=수입/비용) 설정. 목표 추가 달성 시, 
달성분의~50%2를 해당 사업에 재투자

성과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사업별) 성과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포괄) 

▪ 수입창출형 사업1 의 통합 목표
수지(=수입/비용) 설정. 목표 추가 달성 시, 
달성분의 ~50%2를 공단의 주력 사업에 편성

설명

장점

현황

▪ 각 부처 별 예산으로
사업 수행. 수입은 바로
시세수입으로 이전

서울시

공단

사업별
예산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1 체육시설, 지하도상가, 어린이대공원, 시립승화원, 추모공원, 청계천 2 50%는 시설 공단의 제시한 규모임

서울시 예산과

공단

사업별
예산

사업 사업사업 사업

예산지원형 수입창출형

사업별
예산

추가
수입을
사업 내
재투자

서울시 예산과

공단

사업별
예산

사업 사업

예산지원형

수입창출형
사업 통합

사업별
예산

추가
수입을
주력
사업에
재투자

▪ 각 사업의 성과에 따라 각 사업의 예산 확보
가능하므로, 공단 사업부의 동기 부여가
직접적

▪ 유의미한 규모 확보 가능하고, 수입창출형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집중 할 수 있음

각 부처 각 부처

각 부처

단점

▪ 추가 예산 규모 제한적이므로추진 가능한
사업이 제한적

▪ 사업부의 성과가 다른 사업부의 예산으로
배정 될 수도 있어 동기부여 직접적이지 않음

▪ 서울시 주무부처 간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견해 차이 존재 가능성

도표18



129128

[개선 방안 3. 실행력 담보 기제 확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기제가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

제 적용되기 위한 실행 방안을 권고한다. 우선 시장-이사장간 책임경영 계약서에 성과

와 연동한 예산추가편성규약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설공단 

이사장-임원 간 책임경영계약을 통해 공단에 대한 성과연동예산 추가편성 기제와 임원

의 보상체계를 연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적 보상이 개인적 보상과 연동되어야 

자발적인 성과 개선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19: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실행력 확보 방안]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실행력 확보 방안

이사장 – 임원진 간
책임 경영 계약 강화
(체육본부, 사업운영 본부의
본부장 및 부서장) 

시장 – 이사장 간
책임 경영 계약 강화

이사장 인센티브 지급 위한 계약
▪ 평가 통한 성과급, 연봉인상률 계약

– 안행부 평가(30%) + 서울시 평가(70%) 
▪ 대행사업임을 고려할 때, 평가 내용/비중 상

큰 문제 없다고 판단됨
– 재무지표가 약 ~20%1

– 안전/서비스 질 관련 지표 ~40%1

현황현황 추가 도입 기제추가 도입 기제

성과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규정 추가: 
▪ 수입창출형 사업에 대하여 예상 수지

추가 달성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규정을 기존 책임 경영 계약에 추가

이사장 – 임원 간 책임경영 계약:
▪ 평가 통한 성과급 부여

– 1단계: 안행부 평가로 성과급 범위 결정
– 2단계: 서울시 평가로 성과급 수준 결정
– 3단계: 서울시 핵심평가(50%)2 + 

내부평가(35%) + 이사장 재량(15%) 
▪ 대행사업임을 고려할 때, 평가 내용/비중 상

큰 문제 없다고 판단됨
– 재무지표 비중 15% 미만

다만 현재 수입창출형 사업의 경우, 경영 수지와
직접 연동된 성과 관리 기제는 미흡

시장 이사장

1 안행부 평가 30%, 서울시 평가 70% 적용 시
2 서울시 평가 내 각 본부 내용에 해당하는 지표의 평균으로 평가하므로, 본부장마다 평가 요소 상이함

이사장 임원진

자료: 전문가 인터뷰

수입 창출형 사업의 본부장, 부서장에
대하여 경영 수지 개선에 따른 보상
강화:
▪ 각 부서의 수입금 달성 성과가 공단

전체 예산과 연동되므로, 임원
성과와도 연동 필요

▪ 성과급 부여 시, 이사장 재량
평가(15%)에반영+ 승진 점수에
반영

2

1

도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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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언 Part 3: 

인력/조직 효율화 및 역량 강화 방안

1) 인력 효율화 

사업조정과 예산체계 개편이 실행될 경우에도, 내부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

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없다. 본 용역기간 동안 시설공단 

조직 내외부 관계자 및 전문가를 인터뷰한 결과 "공단은 예산을 전액 지원받아 운영하

는 조직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특히 향

후 통합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 영역으로 현재 운영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 측면에서 가

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월드컵경기장 및 도로관리 부문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도표20: 인력 효율화 우선 검토 영역의 개선 효과]

[개선 방안 1. 월드컵 경기장 인력 효율화]	

현재 월드컵 경기장 인력은 휴일 축구 시합 진행 시 인력 전원이 오전 9시~오후 10

시 정시 근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차주 주중에 대체휴무일로 보상받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외 다수 전문가들이 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왔

다. 즉, 직무별 투입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휴일근무시간을 감축시키고, 주중

대체근무를 감소시킬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총괄책임자 및 비상/응급 대기 

인력 소수를 제외한 음향, 조명, 잔디 관리 인력들은 오후에 출근하게 함으로써 대체 

근무를 축소할 수 있다(이를 인력 규모로 산정할 경우 현재 전체 인력 규모의 ~4%에 

달하는 인원에 해당된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말근무 감소는 라이프 스타일 측

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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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2. 도로관리 인력 효율화] 

도로관리처와 환경처는 합산 인력규모가 310명으로, 시설공단 내 가장 큰 조직단

위 중 하나이다. 인력의 현장 투입에 기반한 수기 업무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인력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인력 감축은 배제하는 원칙

을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전체 인력의 7%에 해당

하는 ~16명 수준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도로 관리처의 단순 정비 인력 10인을 도로 환경처의 주간 청소 인력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단순 정비 인력은 배수로 식물 제거, 배

수홈통 청소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주간에 대기하는 인력이다. 해당 인력을 주간 

인력 효율화 우선 검토 영역의 개선 효과

인력 효율화 영역

도로 및 체육 시설 관리 부분 인력 효율화 예상치
명, '13년 현원 기준

우선적 인력 효율화
검토 사업 영역
▪ 도로 시설 관리
▪ 도로 환경 관리
▪ 월드컵 경기장

147

74

366

385

164

향후 총원

19

월드컵
부문 감축

~3

도로 부문
감축

~16

현재 총원월드컵
경기장

도로
환경처

도로
관리처

도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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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전담하는 6개팀에 1명씩 추가 배정하여 청소 업무와 조별 공동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할 경우 ~4명 수준 인력 효율화가 가능하다.  

둘째, 현재 야간청소업무에 배정된 42인 중, 차량 운전사, 낙하물 수거 등의 필수 

업무 수행 인력이 아닌 '일반 청소' 인력 12인(2인 x 6개반)의 효율적 운영을 제안하였

다. 야간도로청소는 시야 제한으로 인해 대개 '청소차' 등의 기기를 활용해 이루어진

다. 기타 수기로 진행하는 청소 업무는 야간에 수행할 경우 시야 제한으로 효과성이 떨

어질 뿐 아니라, 관리 인력의 안전상 위험까지 야기되는 업무 영역으로 감축이 필요하

다.

본 용역 기간 동안 기타 사업 영역에서도 인력 효율화 타당성에 대한 시설공단 노

무팀의 초기적 분석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대공원, 청계천 등의 시설에서 야간 

당직, 순찰, 방재실 근무 등 시간외 근무 영역에서 추가적인 효율화 필요성이 분석되었

다. 향후 시설공단 노사 공동 TFT의 실사를 통해 추가적인 인력 효율화 필요성과 가능

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직 내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권고한다.

2) 조직 개편 및 역량 강화 방안 

시설공단은 상기 개혁안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고, 핵심 역량

을 보강함으로써 새로운 조직으로의 쇄신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용역기간 동안 전면적

인 조직 개편안과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를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 수행중인 사업 중 사업 수행의 목적이나 속성이 유사한 사업들은(예. 공

사 감독, 공동구 관리) 동일 본부 예하에서 운영하여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단 이와 같은 본부간 조직 개편 시, 5본부 20처라는 기본 방

침은 유지함으로써 조직의 방만한 운영은 사전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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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업 추진 목적이 유사한 일상 생활형 수익형 사업은(예. 공원, 체육, 청계천 

관리) 시민 참여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와 동시에 수익 창출이라는 성과의 

정의가 유사하므로 동일 본부 하에 운영하는 것을 권고한다.

 

셋째, 현재 미흡한 체육시설 및 일상 생활형 시설의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효율적으

로 제공하기 위해 CEO 직보의 "마케팅 전문가 그룹"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이들은 체

육시설, 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수입 창출형 사업"에 대해 상시 마케팅 자문 서

비스(예. 마케팅 기획안 리뷰, 신규 프로젝트 자문)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업부 인력 대상 마케팅 전문성 교육, Best Practice의 체계화까지 주도함으로써 현

재 시설공단이 배양해야 하는 마케팅 전문성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케팅 

전문 인력은 최소 2~3인이 요구되며, 외부 채용을 위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

[도표21: 마케팅 전문가 그룹 수행 역할]  

[도표22: 시설공단의 변화를 반영한 향후 조직 구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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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5본부 20처(시장인가 사항) 

예시적

주요 조직 변화

자료: 시설공단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3가지의 주요 변화 원칙을 반영한 조직 구조 개편안의 예시

2014~ 

이사장

미래전략실

도로
환경처

교통
시설
운영처

교통
정보처

인사처 총무처
기획
조정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처

도로
관리처

도로
시설처

상가
운영처

추모
시설
운영처

서울
어린이
대공원

체육
시설
운영처

경영지원본부도로교통본부문화체육본부 복지경제본부

감사실

C
마케팅전문가그룹

A

공사
감독
3처

공사
감독
1처

공사
감독
2처

공동구
관리처

시설안전본부

청계천
관리처

B

사업 조정안 및
미래 Vision

A 원칙 1: 향후 관련 사업 집중 육성이 가능한 본부 구조를 확보하되, 현재의 5본부 20처라는기본 규모는 유지
▪ 예시적 개편안: 

– 본부 및 처 신설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기존 시설관리본부 – 공사관리본부 통합 고려 가능

예산/회계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

B 원칙 2: 사업 추진 목적과 성과의 정의가 유사한 수입사업의 동일 본부 내 운영을 통한 시너지 확보
▪ 예시적 개편안: 

– 청계천관리처의 문화체육 본부 내 운영을 통해 타 수익 사업 운영과 노하우 공유 및 유사한 성과 평가 기제
적용 고려

역량 강화

C 원칙 3: 다수의 사업에서 공통적으로단기간 내 역량 배양이 요구되는부문의 중앙 집권화를 통한 효과적/ 효율적
역량 확보
▪ 예시적 개편안: 

– 중앙 본부 내 “마케팅 전문가 그룹” 창설을 통해 수입 사업군에서 공통적으로 보강이 요구되는 마케팅 전문
역량의 효과적 제고 가능

마케팅 전문가 그룹 수행 역할

문화 체육 본부

이사장

마케팅 전문가 그룹1

…

전문성 자문 및
협업

교육 등 변화 관리

사업 별 신수익 모델 창출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발굴

프로젝트 리드

지식/Best Practice 관리

핵심 고객 관리 서비스

상시 자문 서비스

▪ 사업 별 특정 프로젝트(예. 
체육시설 통합 연간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전문 자문

▪ 프로젝트 기간 중 "도제"방식을
통해 사업부 내 마케팅 인력의
Skill 교육

▪ 사업부 별 연간 마케팅 기획안 리뷰
▪ 사업부 별 마케팅 질의에 상시 대응
▪ Best Practice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노하우 정형화(예. 
잠재적 고객/후원 기업 리스트 및
마케팅 프로세스 정리) 

▪ 전사 마케팅 인력 대상 교육

정기/비정기 교육

복지 경제 본부

수행 역할

1 경영지원본부 간접비 인력을 배분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지하도 상가
어린이
대공원

시립 승화원 추모 공원청계천
월드컵
경기장

자료: 전문가 인터뷰

도표21

도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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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공단의 미래 모습 및 맺음말	

상기 개선 방안이 모두 실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시설공단은 현재 18개의 사업에

서 11개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축소함으로써 운영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1개 사업 중 필수대행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 영역은 모두 체육시설, 공

원, 장묘시설 등 대시민 접점에 있는 "일상 생활형 시설"이다. 일상 생활형 시설 중심으

로 사업의 Focus를 구축하는 것은 곧 시설공단의 미래 정체성 및 Vision의 명확한 정

의와도 직결된다. 또한 추가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한 신규 예산 체계

를 적용하고 내부 조직/인력의 효율화와 전문 역량의 보강을 통해 시설공단은 시민에

게 "최상의 공공시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겸비한 조직으로 변

모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가 기대된다. 

현재 관리 수준이 급격히 개선되어야 하는 도로/교통 관련 사업 영역들을 별도의 전담 

조직(가칭 "서울시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함으로써 추가적인 효율성 제고와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의 효과성 제고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 끝 -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 서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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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발간의 취지 

본 자료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진행한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용역' 중 서울

연구원을 대상으로 11주 동안 진행한 용역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용역은 서울연구

원의 미래 모습 재정립 및 이의 효율적?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본 자료

는 용역을 수행한 맥킨지와 삼일회계법인의 관점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중심으로 제작

되었다. 이의 최종 선택 및 수정, 개선의 노력을 위한 정책화 등은 향후 서울시가 결정

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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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연구원 현황 및 경영 진단

서울연구원은 1992년 10월에 설립된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으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조사 및 분석하고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수행하여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

다. 현재 미래사회, 시민경제, 교통시스템, 안전환경, 도시공간 등 5개 연구실과 도시정

보, 전략연구, 서울공공투자관리의 3개 연구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인력은 247

명으로 박사급 연구원 71명, 위촉 연구원 148명, 일반 행정직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전체 예산은 232억원이며 연구 사업은 크게 서울시 출연금을 바탕으로 하는 

자체연구 사업과 서울시 혹은 기타 외부 기관의 연구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는 수탁연

구 두 가지가 있다. 현재 출연금 포함 서울시 연구 지원은 전체 예산의 90% 정도이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20여년간 서울시의 싱크탱크(Think tank) 기관으로서 설립 취

지에 부합하는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설립 초기 서울시의 지하철 및 도시고

속도로 건설과 같은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연구(예.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를 수행하는 등 서울시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유례 없는 단기 고

속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 연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 시정 연구환경은 설립 초기 

개발행정시대와는 다르게 많은 변모가 있었다. 서울시 내 자체 전문직 신설로 연구 수

요자인 서울시의 전문성이 대폭 증대되었으며 연구 수요는 중장기 학술연구 보다는 당

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

구로 변해가고 있으나 서울연구원의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사업 포트폴리오는 과거 

대비 큰 변화 없이 최근까지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프로젝트는 최근 시정 연구 흐름 및 변화하는 고객 수

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연구원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사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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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고객 구성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실행 과제를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1) Part 1: 공공가치 창출 기여도 

서울연구원의 공공가치 창출 기여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는 주 연구 수요자인 서울시 고객 입장에서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고객 만족도 및 정책 반영도 분석이며 두 번째는 공공 싱크탱크의 기본적인 역할

인 연구 결과 공공 인지도 및 대내외적 영향력 수준 조사이다.

고객 만족도 및 정책 반영도 조사는 서울연구원에서 2012~13년 수행한 최근 연구 

과제 86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연간 평균 과제 수행 수의 50%에 

해당한다.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 응답 고객의 50%는 연구 결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

했으며 아래 도표에 나타난 대로 연구실 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 결과에 대한 연구실 별 만족도는 상, 중, 하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뉘며 미래사회 및 

시민경제 연구실이 '하'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연구실에서 수행

한 자체과제(서울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연구 과제를 의미

하며 전체 수행 과제 수의 ~50%를 차지함; 서울시 또는 타 기관의 의뢰를 받아 용역

비를 수주하여 수행하는 "수탁과제"가 나머지 ~50%를 차지함)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20% 이하로 나타났으며 주요한 이유로 차별화된 전문성 부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

시 결여를 꼽았다. 이들 연구실은 다른 연구실들(예. 교통시스템, 안전환경, 도시공간)

에 비해 담당하는 연구 분야가 광범위 하고 해당 영역 별 자체 보유 전문가가 많지 않

아 현재와 같은 단독 연구 방식으로는 차별화된 전문성 보유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1: 서울연구원 연구실별 고객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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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과제는 고객 만족도 뿐만 아니라 정책 반영도 또한 30%로 낮은 수준에 머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연구 과제의 경우 해당 부처에

서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연구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 설문을 거부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며 설문에 응한 경우에도 연구 결과가 정책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 요인으

로 사용된 경우는 전체 과제의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2: 자체과제 정책 반영도]

대내적인 연구 수요자인 서울시 입장뿐만 아니라 연구 과제의 대외적인 영향력을 

평가하는 외부 지표에 있어서도 서울연구원은 아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매년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표하는 국내 100대 싱크탱크 조사에서 종합점수 기준으로 

33위에 선정되었으며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전체 46개 기관 중 15위로 역시 비슷한 수

만족 혹은 그 이상이라고대답한
비율

퍼센트, N=86

수탁과제 58%

자체과제 38%

전체 과제1 48%

1 실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응답자 중 자체과제 수행자와 수탁과제 수행자 비중을 50:50으로 가정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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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과제: 만족 혹은 그
이상이라고대답한 비율
퍼센트, N=28

수탁과제: 만족 혹은 그
이상이라고대답한 비율
퍼센트, N=58

73

56

58

45

50

Ø 57

수탁과 자체과제
모두 만족도
면에서 비슷한
분포 및 경향을
보이나
자체과제는 연구
주제별로 만족도
차이가 특히
크게 남

상 중 하

1

2

서울연구원 연구실별 고객만족도

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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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연구원의 주력 연구분야인 도시계획 및 교통

분야의 경우, 연구내용의 보안 유지 필요성 등으로 인해 대외적 노출 및 발표를 제한해

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서울연구원의 대외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는 여건은 

존재하며, 이를 감안할 필요는 있음을 밝힌다. 연구 결과의 대외 인지도(예. SSCI 혹은 

SCI급 논문 게재 수 혹은 국내외 주요 언론사 노출 수)에서도 해외 유수 싱크탱크 뿐

만 아니라 국내 다른 유수 싱크탱크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3: 2014년 대한민국 싱크탱크 순위]

정리하면, 서울연구원은 주요 연구 수요자인 서울시의 시정 연구 요구 수준에 부합

하는 양질의 연구 결과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대외적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공공 싱크탱크로서 위상 제고가 절실

정책수립의 주요 혹은
결정적 요인으로 사용된
과제

정책 참고용 혹은 그
이하 해당 부서에서
과제 인지가 되지 않는
과제

’12-’13년 수행된 자체 용역 과제 중 서울시 담당자가 파악된 과제 수1

10

38

16

정책 수립의
주요 혹은
결정적 요인

정책 참고용
혹은
그 이하 반영도

설문 가능 과제

12

설문 불가능 과제전체 자체 과제

68%

32%

1 '12년 9월 ~ '13년 9월 사이에 5개 연구실에서 수행된 최신 자체과제 48개 중 설문 거부 및 연락 불가한 10개 과제 제외한 38개를 전체 대상으로 선정함

자체과제 정책 반영도

서울시 해당 부처 혹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설문 담당자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과제 인지도가 낮아 설문을
거부한 연구과제

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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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 싱크탱크 순위

평가 기준

▪ 평가관2 들이 아래 각
항목 별 최고의
싱크탱크들을 선정하고
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과 합산

▪ 영향력
– 의제 설정 능력
– 언론 활동
– 정책 영향력

▪ 연구의 질
– 연구의 전문성, 

객관성 및 신뢰성
▪ 연구 역량

– 연구원의 전문성
– 네트워크
– 연구원 수

2014년 대한민국 싱크탱크 순위 1

순위 이름 영향력 연구위원 수연구의 질 연구 역량 종합점수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금융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산업연구원

5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8 국립환경과학원

9 한국교육개발원

10 한국행정연구원

…
…

서울연구원33

554

300

335

303

213

181

153

157

120

100

57

58

43

105

42

67

27

169

73

29

540

312

278

260

331

243

161

144

153

109

575

360

278

304

309

248

182

165

158

174

1669

972

891

867

853

672

496

466

431

383

56 64 70 190 71

▪ 도시 연구소로서 다른 국책 연구원 대비 인지도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서울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인 도시계획 관련 연구 활동은 보안 상의 이유로 인해 대외 공개에

제약이 존재하며 연구원의 대외 영향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임

1 한국경제 매거진의 순위를 종합점수 기준으로재정리 함; 단, 외교/안보 및 여성/노동분야 연구 싱크탱크는순위에서 제외, 삼성경제연구소와같은 민영 기업 연구소
제외

2 한경에서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 195명(예. 대학 교수, 연구위원) 대상 설문 및 방문 조사

도표3

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Part 2: 연구자원 효율성

서울연구원 현황 진단을 위해 우선적으로 연구 관련 인적자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 

현황을 연구 생산성 및 연구위원 별 역량 분석을 통해 진단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연구

위원 별 연구 생산성은 유사 국책연구기관에 비해 비슷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

다. 아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위원 1인당 연구 과제 수행 수는 6개월 기간 

연구 과제를 기준으로 2.7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다른 유사 국책 기관의 연간 과제 

수행 수인 1.4~2.7 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구실 별로 연구 생산성 차

이가 크게는 46%까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낮은 미



149148

래사회와 시민경제 연구실은 연구 생산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4: 서울연구원 연구 생산성 분석]

조금 더 세분화 해서 연구위원 별로 각각 연구 생산성을 살펴보면 허리에 해당하는     

'중' 그룹의 비율이 30% 수준으로 낮아, 전반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도표5 참조]. 이는 연구 조직의 허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높은   

'상'그룹이 그렇지 못한 '하' 그룹을 채워 주는 형태로 인적 자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특히 생산성 '하' 그룹에 속하면서 동시에 고객 만족도도 낮은 연구위원이 전

체의 18%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그룹에 대한 인적 역량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국책 연구기관 연구 생산성 비교 서울연구원 연구실 별 수행 과제 수1

연구위원 1인당 평균 연간 수행과제 수1, 2011~2013 

1.1

1.4

1.8

2.72.7

서울연구원 정부 출연
연구원 D

정부 출연
연구원 C

정부 출연
연구원 B

정부 출연
연구원 A

연구위원 당 연간 수행 과제 수, 2011~2013

3.0

3.2

2.6

2.3
2.2

+46%

안전
환경

교통
시스템

도시
공간

미래
사회

시민
경제

1 과제 수는 전체 과제 량을 Man month로계산하고 이를 6개월 기준으로 나누어서 계산함

서울연구원 연구 생산성 분석

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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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실 내 과제 부하 별 연구위원 수 분포

연간 수행과제 수 별 연구위원 분포; 2011-2013

시민경제

미래사회

도시공간

교통시스템

안전환경

합계

▪ 업무 부하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 상(연간 3개 이상): ~30%
– 중(연간 2~3개): 30%
– 하(연간 2개 이하): ~40%

▪ 연구위원 간 연구 분야가 서로
상이하여 교차 연구가 어려움

▪ 개별 연구위원간 역량 차가 매우
큼

2
55

44
6

4
2

4

6
44

171725

상중하

1 과제 수는 전체 과제 량을 Man month로계산하고 이를 6개월 기준으로 나누어서 계산함

12

6

연구위원 별 양극화 현상

도표5

[도표5: 연구위원 별 양극화 현상]

3) Part 3: 글로벌 트렌드 및 연구환경 변화

서울연구원 현황 진단 외에 해외 유수 싱크탱크들의 트렌드 및 선도 도시들의 시정 

연구 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서울

연구원의 태생적 차이점을 고려할 때 해외 사례를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향후 시정연구 생태계의 변화 가능성에 따라 서울연구원의 장기

적 미래 지향점을 설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래 시정연구 생

태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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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외 유수 싱크탱크 트렌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국제관계 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 싱크

탱크 순위의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적 명성이 높은 유수 싱크탱크들의 인력 규

모, 구성, 협업 수준 및 연구 독립성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최신 트렌

드로 확인되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 보고서 내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는 상기 언급

한 2012년 자료의 순위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강소 싱크탱크 – 해외 유수 싱크탱크 트렌드 중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은 강소 

싱크탱크들의 약진이다. 여기서 '강소 싱크탱크'라 함은 50명 미만의 소규모 연구인력

만으로 국제적인 명성과 평판을 얻고 있는 싱크탱크들을 의미하며 글로벌 50대 공공 

싱크탱크의 약 40%가 이러한 강소 싱크탱크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 측면

에서도, 글로벌 강소 싱크탱크들이 소규모 연구인력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단

순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규모 싱크탱크들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선택과 집중 – 강소 싱크탱크들의 첫 번째 성공요인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특정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연구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단 26명의 연구위원으로 국제경제정책 연구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한 벨기에의 싱크탱크 Bruegel은 경제 분야 주제만을 다루는 특화

된 연구기관으로 다른 싱크탱크 대비 해당 분야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

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도표6: 글로벌 강소 싱크탱크]

협업 연구 – 강소 싱크탱크들의 두 번째 성공요인은 폭 넓은 협업 연구 활동이

다. 자체 확보 인력만으로는 부족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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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강소 싱크탱크

2012년 50대 글로벌 공공 싱크탱크

상임 연구위원 50명 미만

Brookings Institution

이름순위

. .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hatham Hous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

20

14

15

16

17

18

1

2

12

13

3

4

5

6

7

8

9

10

11

▪ 시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태생적 차이점을 고려할
때 해외 유수 싱크탱크
사례를 단순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임

▪ 하지만 시정연구 생태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서울연구원의 장기적
미래상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 제시

Transparency International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International Crisis Group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Heritage Foundation

Cato Institut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mnesty International

Bruegel

RAND Corporati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1 / 50

(42%)

상임
연구위원
50명 미만
싱크탱크

도표6

문가들을 비상임 연구인력으로 영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글로벌 강소 싱크탱크들의 

경우 평균 40% 가량의 연구인력이 비상임 인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비상

임 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타 외부 연구기관들과도 활발한 공동 연구를 수

행하고 있어 글로벌 20대 강소 싱크탱크의 경우 협업 연구의 비중이 전체 연구 활동의 

5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연구원의 협

업 수준은 글로벌 트렌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표7: 글로벌 강소 싱크탱크들의 높은 협업 비중]

1 싱크탱크 자체적으로 공개한 연구 과제 발간물 중 비상임 연구인력 또는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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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협업 연구 모델은 단순히 강소 싱크탱크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글

로벌 싱크탱크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명성이 높고 규모도 

상당한 싱크탱크 Brookings Institution과 Urban Institute의 경우 두 개의 독립된 

싱크탱크가 합작(Joint Venture) 연구센터를 설립한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준다. 

두 기관의 합작 연구센터인 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는 미국 조세 정책

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두 연구기관의 연구위원들이 공동 연구

진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아주 밀접한 협업 모델을 자랑하고 있다. 

연구 독립성 –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싱크탱크의 지배구조를 

경영진 및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한편(예. Urban Institute) 이해관계 집

글로벌 강소 싱크탱크들의 높은 협업 비중

글로벌 강소 싱크탱크 비상임 연구인력 비중

글로벌 20대 강소 공공 싱크탱크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62%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63%

Institute of
Economics Affairs

18%

40%

70%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73%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73%

Bruegel 77%

Carnegie Moscow
Center

78%

Center for
European Studies

78%

비상임1 상임

. . . 

전문성 유지를
위해 내부
조직의
확대보다는
비상임
연구인력을
확대하고
이들을 활용한
협업 연구가
발달됨

1 상주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 인력(예. Affiliate Research Fellow, Visiting Scholar)
2 비상임 연구위원이 참여하거나 외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한 연구과제. 싱크탱크 자체적으로공개하는 연구 과제 발간물 수

(예. 연구보고서, 책,  단, 정기 간행물 제외) 기준으로 산정
3 연구위원 인력 수 50명 미만 50위 내 글로벌 싱크탱크중 발간물 내역이 파악 가능한 싱크탱크 10개 기준

전체 평균

서울연구원

글로벌 강소 싱크탱크 협업 연구2 비중

77%

50%

글로벌 20대
강소 싱크탱크3

50%

서울연구원

23%

단독 연구 협업 연구

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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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출처의 다변화 및 균형화를 추구하기도 한다(예. 

Chatham House). 연구독립성 유지를 연구소의 미션 중 하나로 일관적이고 명시적으

로 언급함은(예. Brookings Institution) 물론 선제적으로 아젠다를 선정하여 독립적

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예.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물론 서울연구원의 설립취지를 감안할 때 독립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은 단

기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나 향후 시정연구환경 및 연구 생태계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경우, 변화된 생태계 하에서 서울연구원 역할의 점진적 재정립을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된 글로벌 트렌드, 즉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강소 싱크탱크들의 등

장, 협업 연구 확대, 연구 독립성은 아래 네 가지 주요 동인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

며 이와 같은 추세는 국내 시정 연구 환경에서도 관측되고 있는 변화이다.

 � 전문화: 연구의 차별화된 전문성에 대한 지속적인 고객의 요구

 � 경쟁 강화: 기존의 싱크탱크 외에 대학, 컨설팅 회사, 이익 단체, 비정부 단체 등의 

정책연구 영역 참여 증대로 연구 자금 확보에 대한 경쟁 증대

 �  정책주기 단축: 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해 주어지는 시간의 감소

 � 현안연구 증대: 장기적인 학술연구보다는 당면 현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성과(Impact)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 수요 증대

 [도표8: 글로벌 트렌드를 견인하는 주요 동인들에 의한 국내 시정 연구 환경의 변화]

서울연구원의 기존 연구 방식은 집중화되고 협업을 중시하기 보다는 백화점식 과

제를 연구원 내부 인력 중심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는 유효한 

연구사업 모델이었을 수도 있으나 위의 논의처럼 외부 시정 연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

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사업 모델을 고수한다면 타 연구기관 대비 질 높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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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

세는 물론 중장기적인 미래 시정연구 생태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강소 싱크탱

크들이 취한 "선택과 집중", "협업 강화" 등의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미래 시정연구 생

태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에서 서울연구원 운영방향 설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

다.

3-2) 해외 선도도시 시정 연구 사례

글로벌 싱크탱크 트렌드 외에도 뉴욕과 런던 등 해외 선도 도시들의 시정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연구원의 미래상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요 동인 시정 연구 환경 변화

▪ 고객의 전문성 요구로 연구 영역을
보다 전문화/세분화하여 Value 
proposition 강화 및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전문화
▪ 서울시 전문직 증대

▪ 기존 싱크탱크들 외에 컨설팅 회사, 
대학, 이익 단체, NGO 등이
등장하여 정책 연구 영역에 진입하고
있음

경쟁 강화
▪ '15년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근거 폐지로
민간 연구원, 대학, 
학회 연구 참여 확대

▪ 정책 수립 및 개발 시간에 주어지는
시간이 점차 줄어듦정책 주기

단축

▪ 연구 과제 주기가 점차
짧아짐

▪ 학술 연구 보다는 정책 변경, 입법
등으로 정책에 대한 실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 연구에 대한
고객(혹은 기금 제공자) 수요 증대

현안 연구
증대

▪ 당면 현안 연구 과제
증가

글로벌 트렌드

▪ 강소 싱크탱크

▪ 선택과 집중

▪ 협업 연구

▪ 연구 독립성

글로벌 트렌드를 견인하는 주요 동인들에 의한 국내 시정 연구 환경의 변화

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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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뉴욕시의 경우 시정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정 전문 연구인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산하 부서 전반에 걸쳐 ~100여 명 이상의 전문 연구인력

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개별 부서에서 발생하는 시정 연구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이 오로지 연구만을 수행하는 '순수연구' 인력보다는 연구와 함께 프

로젝트 관리 및 이행까지 책임지는 '응용연구' 인력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뉴욕 시장실 산하 직속 부서인 Office of Long-Term Planning and 

Sustainability(OLTPS) 또한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한다. 뉴욕 시의 장기 마스터 플랜

인 PlaNYC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PlaNYC의 실행 결과를 모니

터링 하는 것이 주 임무이며 민간 연구기관, 민간 컨설팅, 학계 및 뉴욕 시 관계부처 출

신의 다양한 연구직 및 전문직 경력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시정 개발을 위한 핵심 전

략 연구 및 정책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조직이다.  

[도표9: 뉴욕 시 시정 연구 활동 사례]

런던 – 런던 시 정부인 Greater London Authority(GLA)는 700여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런던 시 전체의 상위 전략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규모 

인력 중에서도 시정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을 100여명 정도 자체적으로 보유

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 경제, 비즈니스, 환경, 교통, 주택, 토지개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문 연구인력 외에도 

런던 시는 연간 90여개가 넘는 민간 컨설팅 및 대학 등에 정책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

으며 이렇게 발간되는 수 많은 연구 보고서는 당면 정책 현안과 긴밀히 연관된 주제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서울시 - 서울시의 향후 시정 연구 환경도 뉴욕 및 런던 등과 같은 선도 도시들과 

비슷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시 내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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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당면 현안 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교통 

및 상·하수도 분야의 전문직 채용이 증대하고 있다. 기존에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우

선적으로 발주하던 연구용역들이 최근에는 기타 연구기관 및 대학에 발주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부터는 서울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연구용역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폐지될 예정이어서 서울시 시정연구 생태계 내 경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연구원이 주요 고객인 서울시의 변화하는 연구 수요를 

지속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협업 강화" 등의 전략이 더욱 더 유용해질 것

으로 예상된다.

구성원 경력

조직
▪ 시장 직속 조직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순수 연구인력 및 다양한

배경의 전문인력 총 20여명으로 구성

역할
▪ 뉴욕시 장기 마스터 플랜인 PlaNYC의 수립 및 실행 결과

모니터링
▪ 시정 개발을 위한 핵심 연구업무 및 정책자문 수행
▪ 에너지 및 환경 등의 현안 주제에 대해 연간 ~10여 건의 정책

연구 보고서 작성
▪ 해당 주제 관련 전문 기관(예. 민간 컨설팅, 대학, 기타 뉴욕시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업

뉴욕 시장

Dept. of City Planning
Dept. of Transportation
Dept. of Buildings
Dept. of Sanitation
Dept. of Parks & Recreation
Dep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 
  
. 
  
. 

▪ 뉴욕시 각 부서에 걸쳐 ~100여명 이상의
전문 연구인력이 배치되어 필요한 정책
연구를 수행

뉴욕시 시정 연구 활동 사례

민간
연구기관

민간
컨설팅

학계

뉴욕시
관계부처

기타
▪ 마케팅 전문가, 건축가, 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직 출신

다양한
배경의
현장형
전문가들로
구성됨

Office of Long-
Term Planning & 
Sustainability(OLTP
S)

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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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연구원 미래 모습 재정립

1) 다각적 경영진단 요약 

위와 같이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진단한 서울연구원의 현재 모습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 서울시 연구 수요자의 절반 가량이 서울연구원 연구 성과의 개선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며 

특히 일부 연구분야(예. 시민경제, 미래사회)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반영도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음

 � 전반적인 연구 생산성은 기타 국책연구기관 대비 유사하거나 높은 편이나 연구 조직 

별 그리고 연구위원 별 연구 생산성 및 역량 양극화 현상이 존재함

 � 국내외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공공 인지도 및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미약함

 � "선택과 집중"보다 "다양한 연구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향하며	공동연구 활동이 미약함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서울연구원의 혁신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 핵심 요소들을 제안한다. 

 � 서울시 연구 수요자의 현안 해결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활동의 고객 중심 

현장성 강화

 � 자체적으로 부족한 전문성 보완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융복합 협업 연구 증대

 � 차별화된 전문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와 집중

 � 인력 자원 경쟁력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

위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한 근본적인 혁신은 서울연구원이 변화하는 시정 연구 

환경에 대응하고 공공가치와 연구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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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혁신의 달성 수준을 측정하고 도모하기 위해 세부적인 정량적 지표 설정과 성과

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10: 서울연구원 미래 혁신을 위한 4가지 핵심 요소와 정량적 지표]

2) 장기적 미래 발전 방향

서울연구원의 3년 이후 장기적 미래상은 외부 연구 생태계 환경 변화에 따라 단계

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방면으로 강화된 형태의 서울시 시정연구 파트너

로서의 "내적 강화기" 단계와 연구 생태계 네트워크의 허브(Hub)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는 "외적 발전기" 단계를 거친 이후 시정연구 생태계의 변화에 맞춰 서울연

구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비상임 연구위원 또는 외부 연구기관이 보고서의 공동저자로 참여한 연구과제 비중
2 공무원, 지역전문가, 컨설턴트 출신 전문인력 등

서울연구원 미래 혁신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소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간에 위의 정량적 성과 지표에 대한 합의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계약"이 필요함

현장성
강화

1

특화와
집중

2

협업
증대

3

역량
강화

4

정량적 지표

▪ 해외 정책 컨설팅 수행 사업
건수

▪ 서울시 외 수탁 고객 비중

▪ 공동연구1 비중

▪ 비상임 연구인력 중 현장형
외부 전문가2 비중

▪ 생산성 및 만족도 모두 “하” 
연구위원 비중

▪ 생산성 및 만족도 모두 “상” 
연구위원 비중

글로벌 트렌드
대비 현황

공공가치창출
기여도

연구자원
효율성

진단 기준

▪ 과제 정책 반영도 80%55%

연간 8건연간 1건

25%19%

40%23%

45%13%

5%18%

35%30%

From To

서울연구원 미래 혁신을 위한 4가지 핵심 요소와 정량적 지표

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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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내적 강화기"
"외적 발전기"

▪ 다방면에서 강화된 형태의
서울시 시정연구파트너
–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현장형
연구

– 인적 자원의 효율성
제고

– 연구 조직의 개방성
강화

– 협업 연구 문화 조성

▪ 서울 솔루션의 해외 수출
파트너로서 성장
– 세계도시연구센터 주도

우수정책 매뉴얼화
추진

▪ 연구 생태계 허브(Hub) 
연구소로서 역할 강화

▪ 연구 생태계 변화에 따른
일부 기능 이전
– 예. 서울시 인하우스

기능, 특정 분야 전문
연구기관, 정치적
성향의 연구기관 등

1-2단계도약 이후
서울연구원의 태생적 한계와
시정연구 생태계 변화를
고려한 역할 재정립 추진

장기적 고려 대안

▪ 서울시 종합 시정
파트너 역할 유지

▪ 집행 연구 기능을 시
내부로 이관 후 아젠다
선도하는 독립 연구소
모델로 전환 검토

a

b

서울연구원의 장기적 미래 발전 단계

도표11

[도표11: 서울연구원의 장기적 미래 발전 단계] 

이와 같은 장기적 미래 발전 방향은 관련 의사 결정권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가치 판

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당장의 의사 결정보다는 서울연구원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경영 혁신이 더욱 시급한 과제일 것으로 판단 되어 다음 9대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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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 혁신을 위한 9대 실행방안 및 맺음말	

2016년까지 현장 중심 개방형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연구원은 조직, 연구

사업, 고객 각 영역 별로 다음의 9대 과제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도표12: 경영 혁신을 위한 9대 실행 방안]

1) 연구위원 성과관리 체계 개선	

[현황 및 이슈] 

서울연구원의 연구위원 별 연구 생산성과 고객 만족도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

는 반면에 연구위원에 대한 현행 인사고과 체계는 이러한 연구 성과의 차이를 충분히 

1 동료평가는타 연구원이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물을 평가하는 제도로 학술 저널에 등재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

경영 혁신을 위한 9대 실행 방안

고객

조직

연구

설명핵심 전략과제
협업
증대

▪ 현재 공동연구 실적이 미흡한 국내 유수의 국책 연구기관 및 글로벌
싱크탱크 위주로 공동연구 수행 확대

▪ 공동연구 비중 확대7

역량
강화

▪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현장형 전문가 출신의 비상임
연구인력 비중 확대(예.지역전문가, 공무원, 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출신 등)

▪ 현장형 비상임 연구위원 비중
확대

4

▪ 과제 단위 별 위촉직 연구원 제도를 1년 단위 기간제 연구원 제도로
전면 전환(수탁과제 포함)

▪ 위촉직 연구원 운영 체계 개선3

현장성
강화/ 
특화와
집중

▪ 정책 반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 성과에 반영
▪ 일부 수탁성 자체과제를 수탁과제로 전환하여 자체과제를

수탁과제와 완전 분리

▪ 자체과제 선정/관리프로세스
혁신

8

▪ 국내 언론사를 통한 연구 인용/소개/기고 활동 확대▪ 국내 언론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및 연구 영향력 증대

6

▪ 글로벌 싱크탱크 수준의 동료평가1 프로세스 도입
– 저자와는 독립적으로 Reviewer 지정
– 저자와 동일하게 Reviewer도 연구 결과에 대한 공동 책임

▪ 연구 질 향상을 위한 리뷰
제도 도입

5

▪ 지방계약법 시행령 내 수의계약 관련 조항 폐지 대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외 외부 수탁고객 비중 확대 추진

▪ 서울시 외 수탁고객비중 확대9

▪ 서울연구원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을 현장성 강화 및
연구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편

▪ 서울연구원 "성과계약" 세부
평가항목 개편

2

▪ 연구 생산성 및 정책 반영도를 제고하기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 관리 체계 도입

▪ 연구위원 성과 관리 체계 개선1

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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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연구위원의 80% 이상이 종합평가 결과 A 또는 B 등급에 

집중 분포(2012년 기준)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6년간 재임용 심의에서 재임용

이 거부된 연구위원 사례 또한 전무하다. 이와 같이 서울연구원의 현행 인사고과 체계

는 연구위원들에게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기에 인사평가 결과가 연구위원의 연구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연

구위원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 방향] 

제 3자 기관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전수 조사하여 연구위원 평균 정책 반영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후 이를 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연구위원의 재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종합평가 점수를 인사규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서울연구원의 개별 연구 성

과 평가 체계는 정책 반영도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고객 현장 목소리를 연

구 결과에 반영하는 인센티브가 미약한 구조이다. 현 성과 평가 체계에 정책 반영도를 

추가하고 이를 외부 전문가(예. 대학 교수, 타 연구기관 연구원) 평가와 균등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위원들에게 새로운 평가 체계 적응을 위해 

1년 정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2) 서울연구원 성과계약 세부 평가항목 개편

[현황 및 이슈]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장 간에 매년 체결되는 성과계약의 세부 평가항목들을 분석한 

결과 연구의 현장성 및 연구의 질적 요소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세부 평가항목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연구원의 경영평가 점수의 경우 연구과제의 

정책 활용도 비중이 2%에 불과하며 세부 평가항목의 나머지 30%의 경우 전부 연구 

활동의 양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서울연구원장의 성과계약이 연구의 현장

성과 연구의 질적 요소 제고를 위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 한다면 연구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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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역량 강화 추진 노력을 주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물론 서울연구원장 성과계약의 세부 평가항목을 연

구과제의 현장성 강화 및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연구원 경영평가 점수 중 고객 만족도 및 정책 활용도 비중을 최대 20%까지 확

대하고 서울연구원장 성과계약의 기타 평가항목에서 연구 활동의 질적 요소(예. 연간 

SSCI 논문 발간 수, 정책 반영도 '상' 연구위원 비중 등)를 최대한 추가할 것을 제안한

다. 새로운 평가 체계 적응을 위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위촉직 연구원 운영 체계 개선

[현황 및 이슈] 

현재 서울연구원은 석사급 인력을 개별 과제 단위 별 위촉직 연구원으로 임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촉직 연구원 제도는 해당 연구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

기 때문에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박사급 연구위원들의 연구 참여도 

또한 감소시켜 전반적인 연구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인건비 부담 

없이 변화하는 연구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 인력 운영 방안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현행 과제기간 단위 위촉직 연구원 제도를 1년 단위 기간제 연구원 제도

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 방향] 

현재 서울연구원에서는 1년 단위 기간제 연구원 제도를 일부 도입하여 과제 단위 위

촉직 연구원 제도와 동시 운영하고 있으나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년 단위 기간제 연구원 제도로 전면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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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현장형 비상임 연구위원 비중 확대	

[현황 및 이슈] 

현재 서울연구원의 비상임 연구위원 인력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장형 전문가

로 보기 어려운 경력의 인원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이 서울연구원의 전문성 보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면적인 개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개선 방향] 

세계 유수 싱크탱크들은 자체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

해 고위 공무원,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행정가, 민간 기업가 출신 등 다양한 현장

형 외부 전문가들을 비상임 연구 인력들로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연구원 또한 다

양한 배경의 현장형 전문 인력들에 대한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비상임 연구 인력 중 현

장형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5) 연구 질 향상을 위한 Review 제도 도입

[현황 및 이슈] 

세계 유수 싱크탱크에서는 연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동료 연구

위원들 간 서로의 연구 결과물을 상호 평가하는 동료평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서

울연구원에서는 동료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내부 간담회" 형식으로 검토 및 논의하는 

절차가 존재하나 현 방식으로는 Review 의견이 구속력을 발휘하기 힘들고 Review 책

임자가 존재하지 않아 연구보고서 질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165164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에 담당 Reviewer를 명기하고 담당 Reviewer도 저자와 동일하게 연구 

결과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세계 유수 싱크탱크 

수준의 동료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6) 국내 언론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및 연구 영향력 확대

[현황 및 이슈] 

싱크탱크 연구 결과의 언론 노출 빈도수는 해당 싱크탱크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

는 좋은 척도가 된다. Brookings Institution 및 Chatham House 등 세계 유수 싱크

탱크들은 언론 홍보 전담 부서를 편성하여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연구 영향력을 지속 확대하고자 노력한다. 서울연구원의 국내 주요 언론 노

출 횟수는 다행히 최근 3년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국내 유수 싱크탱크 대비 여전

히 매우 미약한 편이다. 

[개선 방향] 

국내 주요 언론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언론에 자

주 노출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연구원의 대외적 위상과 연구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안한다.

7) 공동연구 비중 확대

[현황 및 이슈] 

세계 유수 싱크탱크들은 우수 전문 인력을 상시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만큼 높은 비중의 비상임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외부 연구기관과의 밀접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상임 연구 인력과의 공동연구를 도모한다. 이에 반해 서울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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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비중은 세계 유수 싱크탱크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며 협업 대상 또한 서울연

구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힘든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의 공동연구 활동의 양적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

요하다. 비상임 연구인력들과의 공동연구 외에도 현재 공동연구 실적이 미흡한 국내 유

수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추가적인 공동연구 수행 기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에는 해외 유수 싱크탱크와의 공동연구 기회 개발에도 주력할 것을 제안한다.

8) 자체과제 선정/관리 프로세스 혁신 

[현황 및 이슈] 

서울시 또는 서울연구원이 제안하여 수행하게 되는 자체과제들의 경우 실수요처인 

서울시 주무부서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되어 정책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또

한 주무부서와 서울연구원 간의 의사소통 채널이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연구

의 질을 개선하거나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자

체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개선 방향] 

외부 기관을 통한 정책 반영도 조사와 조사결과에 대한 Feedback 제공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도를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9) 서울시 외 수탁 고객 비중 증대	

[현황 및 이슈] 

2016년 지방계약법 시행령 내 수의계약 관련 조항이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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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과제를 서울연구원이 우선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타 연구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추가하여 서울시 시장단도 서울

연구원의 재정 자립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 방향]	

외부 수탁과제 수주에 대한 혜택의 일부를 연구위원에 제공하는 등 수탁 고객 유치

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서울시 외 수탁 고객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재정구조의 강화뿐만 아니라 연구 경쟁력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 개선 방안이 모두 실행될 경우, 3년 후 서울연구원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고객 현장 중심"의 싱크탱크이다. 서울시 당면 현안에 대한 구

체적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현장 전문성을 갖춘 싱크탱크로서 주요 현안 정책 관련 

의사 결정에 바탕이 되는 양질의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시정연구파트너의 모습이

다. 둘째, "개방형 연구조직"의 싱크탱크이다. 다수의 외부 현장 전문가를 연구에 참여

시키고 시민단체,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해외 유수 싱크탱크들과 활발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외부 전문성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형태의 연구 수행 조직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셋째, "서울시 기반 해외솔루션 사업" 지원을 도와주는 싱크탱크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서울시의 단기 고속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정책 노하우들

을 해외 개발도상국 도시들에 전파하고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영역을 중심으로 솔루

션화하여 비단 정책 공유를 넘어서서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의 토대가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은 현재까지의 연구사업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큰 변화이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과감한 개혁 노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

다. 이와 같은 개혁은 결국 보다 나은 서울시의 정책추진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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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민의 혜택으로 귀결될 것임을 염두 해야 하며, 따라서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선안의 과감한 추진을 당부 드린다.

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투센터)는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공공투자 사업들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 따

라 2012년 5월 서울연구원에 설립되었다. 공투센터의 주된 역할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자 하는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B/C 비율2로 분석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투센

터 설립 초기부터 서울시 의회 및 주요 언론에서는 공투센터의 타당성 분석 결과가 투

자심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센터의 효용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프로젝트는 공투센터의 

현황 진단을 통해 외부에서 제기하는 공투센터 문제점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도출에 주력하였다.

1)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업무

공투센터 주요 업무의 세부적인 분류는 아래와 같다.

타당성 검토:

 �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들에 대해 서울시 주관 사업부서가 산출한 B/C 비율을 

검토 후 공투센터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B/C 비율을 제시하여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자문 제공

2 Benefit / Cost Ratio – 비용 대비 편익 비율로 특정 사업의 B/C 비율이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봄



169168

타당성 조사: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및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B/C 비율로 산출 후 추가적인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시

상기 두 가지 업무가 현재 공투센터 전체 업무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두 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 진단에 주력하였다. 

[도표13: 공투센터의 타당성 검토 사업 절차 요약]

[도표14: 공투센터의 타당성 조사 사업 절차 요약]

재정담당관

심사의뢰서 제출
▪ 사업부서 산출

B/C 비율 제시

타당성 검토 실시
▪ 공투센터 산출

B/C 비율 제시

타당성 검토 의뢰

중립성A

제도화C 실효성B

1

32

4

자료: 관련 서울시 법규, 투자심사위원회심사 목록, 관계자 인터뷰

심사위원회 상정
▪ 사업부서 및
공투센터 산출
B/C 비율 함께
제시

공공투자
관리센터

실효성B

사업 부서

▪ 서울시 내부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포함
총 15명

▪ 연간 4~5회 회의
진행

▪ 매회 평균 20건의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심사

▪ 사업의 재무성 및
경제성과 같은
정량적 요소 외
지역간 균형 발전과
정책적 요소와 같은
비정량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

조직

업무

심사
기준

투자심사
위원회

공투센터의 타당성 검토 사업 절차 요약

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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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관리센터

4

재정담당관

3

2

1

제도화C

중립성A

실효성B

사업 부서

투자심사위원회 상정투자심사의뢰서 제출

타당성 조사 실시
▪ 경제적 타당성(B/C 비율) 외에 사업의 시급성 및 정책적 요소 등
기타 정성적 요소를 분석

▪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

타당성 조사 의뢰

기본계획 의뢰 가능

자료: 관련 서울시 법규, 투자심사위원회심사 목록, 관계자 인터뷰

공투센터의 타당성 조사 사업 절차 요약

서울연구원

투자심사
위원회

도표14

2)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사업 진단 결과

공투센터 주요 사업 진단을 위해 아래 세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분석 결과 공투센터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심각한 이슈는 파악되지 않았으

나, 일부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각 요소 별로 타당성 검토 및 조사 사

업의 진단 사항을 정리하였다.

 � 제도화: "서울시 사업부서가 공투센터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절차"의 제도화 여부

 � 실효성: 공투센터 분석결과가 투자심사 과정 에서 유효한 요소로 고려되는지 여부

 � 중립성: 공투센터가 타 부서로부터 중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171170

2-1) 제도화

타당성 검토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사업들 중 경제적 타당성 분

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이 공투센터의 타당성 검

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도화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될 만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타당성 조사 – 투자심사업무 담당 주무부서인 서울시 재정담당관실은 매년 연말, 

서울시 사업부서에서 차후 년도 발주 예정인 타당성 조사 용역과제들을 파악하여 해당 

과제들의 수행 가능 여부를 공투센터와 사전 협의 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

만 이와 같이 사전에 수요 예측이 가능한 타당성 조사 과제 외에 연중 수시로 발생하

는 타당성 조사 과제의 경우 공투센터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외부 용

역업체에 곧바로 위탁하는 경우가 전체 타당성 조사 과제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서울시 사업부서가 외부 업체에 곧바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첫째, 

공투센터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며 둘째, 공투센터 대비 외부 용역 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경우 서울시 사업부서의 영향력에 더 많이 노출될 여지가 존재

한다(예. 외부 용역 업체 타당성 조사 B/C 비율 평균치가 공투센터의 ~2배로 더 관대

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에는 이와 같이 외부 기관에 곧바로 위탁되는 타당성 조

사 과제들을 공투센터에 우선적으로 의뢰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실효성

타당성 검토 – 시의회 및 언론의 비판이 존재하였으나 공투센터 타당성 검토 업

무의 실효성은 설립 초기 대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래 도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공투센터 설립 이후 사업부서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가 더욱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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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된 것은 물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의 투자심사 승인률 또한 감소세를 보

이고 있다.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 기관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비교하였을 때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의 투자심사 승인률 또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정책적 요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 요소를 정량화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제시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분

석 결과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비교는 공투센터의 타당성 

검토 업무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판단된다.

[도표15: 공투센터 타당성 검토 업무의 실효성]

공투센터 타당성 검토 업무의 실효성

사업부서의 사업계획 내실화 경제성 미확보 사업들의 투자심사 승인률

10%
7%

17%

38%

61%

36%

자문 활용

유사사례 제시

가이드라인 준수

비정형 근거
사용

2013

19%

2012

12%

타당성 검토 의뢰서 내 사업비 산출 근거 비율
퍼센트

KDI 공투센터2

54%

2013

59%

2012

76%

B/C 비율 1.0 미만 사업의 투자심사 승인률1

퍼센트

1 투자심사 결과 "추진" 또는 "조건부 추진" 승인
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기준(2011~2012)

B/C 비율, 정책적 요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 요소를
정량화하여 심사

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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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박사급 연구원 4명과 위촉직 연구원 12명으로 구성된 공투센터는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 대비 10% 정도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내고 있으며 향후 타당

성 검증 업무 등의 증가 등으로 2014년에는 업무량이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다. 뿐만 아니라 타당성 검토 업무가 편중되는 시기에는 평소 대비 2배 이상 되는 업무

량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업무량 가중은 업무 효율성 감소로 

인한 타당성 검토 업무의 질 저하를 야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공투센터의 타당성 검

토 결과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따라서 공투센터의 업

무량 현실화를 위해 향후 예측 가능한 업무량 증가 범위 내에서 필요한 박사급 인력의 

충원(예. 서울연구원 내 유사업무 수행 내부인력 이동 고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도표16: 공투센터 업무량 분석]

서울 공투센터 vs KDI 공투센터 업무량 비교 타당성 검토 기간 중 공투센터 업무량 편중 현상

4.2
4.7

+39%

5.9

+11%

KDI 공투센터32014 (예상)220131

상
대
적

업
무
량

1 공투센터 업무 실적(2012/11/1~2013/10/31) 및 인원 현황 기준. 현재 각 업무별 소요 기간을 바탕으로 업무량을 산정하였으며타당성 조사 과제 1건을 기준으로
타당성 검토는 0.1배, 타당성 검증은 0.3배, 민자투자분야 적격성 조사는 1배,  민간투자분야실시협약지원은 0.15배의 업무량 산정함

2 가정: 2013년 외부기관에서실시한 타당성 조사 19건 모두 공투센터에 타당성 검증 의뢰
3 2012년 완료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현황과 KDI 공투센터 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수행하는 재정투자평가실인원 현황 기준

연구위원 1인당 연간 평균 수행 과제 수
건수 공투센터 업무량 변동 추이(’13/3~’13/10)

’13/3

타당성 검토 기간

’13/10’13/5 ’13/8

2~3 주의 짧은 기간 동안 20~30여건의 타당성 검토
업무가 편중되어 해당 기간 동안 공투센터의 기타
업무가 사실상 중단됨

서울 공투센터

추가 타당성 검증 업무

공투센터 업무량 분석

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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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 설립 이후 현재까지 공투센터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는 총 5개였으

며 해당 과제들의 경우 공투센터의 분석 결과가 모두 실효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공투센터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

업들의 경우 실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공투센터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한 사업들의 경우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투센터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의 추진 여부가 공투

센터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중립성

타당성 검토 –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들의 경우 서울시 사업부서가 산출한 B/C 

비율과 공투센터가 산출한 B/C 비율의 평균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공투센터의 B/C 비

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공투센터의 타당성 검토 업무가 사업부서

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타당성 조사 – 공투센터 설립 이전 외부기관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 과제들의 경

우 무려 96%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던 반면, 공투센터가 

수행한 타당성 조사 과제들의 경우 60%만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 결

과가 나왔다. 이는 공투센터가 타당성 조사 업무에 있어서 외부 용역업체 대비 사업부

서로부터 중립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단, 현재 서울시 개별 

사업부서가 공투센터에 용역비를 지불한 후 타당성 조사 과제를 위탁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가 공투센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공투센터가 실질적으로 중립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센터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안이 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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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

설립 초기 다양한 문제점과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에 반해 설립 1년이 훨씬 지난 

현재 공투센터는 많은 개선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투센터 업

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 파악된 일부 문제점들의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 아래의 

핵심 과제들을 제안한다.

 � 타당성 조사 제도의 잠재적 중립성 저해 요소 제거: 타당성 조사 업무에 대한 현재 

용역비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부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매년 출연금을 통해 타당성 조사 업무를 실시하게 하여 사업부서가 

공투센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것을 제안함

 �  타당성 조사 과제 공투센터 우선협의 의무화: 공투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공투센터 수행 가능 여부를 우선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  효율적 인력 확충 방안: 향후 업무량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 없이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측 

가능한 업무량 증가 범위 내에서 필요한 박사급 인력을 1.5~3.5FTE3까지 충원할 

것을 제안함

위의 세 가지 핵심 과제들의 이행을 통해 공투센터가 설립 취지에 맞게 서울시의 

진정한 재정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5. 우수정책 해외 진출 방안

서울시는 전략적인 우수정책 공유 및 확산을 통해 친서울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

간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목표로 우수정책 해외진출방안 도출을 추진해 오

3 FTE: Full Time Equivalent - 전일 종사 인력 1명을 의미함



175174

고 있다. 서울시의 해외진출 사업의 목표는 우수 정책에 대한 정책 컨설팅 제공뿐만 아

니라 정책을 바탕으로 시공 및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국내 민간기업이 사업

에 참여할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 60여명(서울시 인력 30여

명, 전문가 자문단 30명)으로 구성된 서울국제사업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2013년 4월 

TF(Task force) 형태로 신설하였고 대외협력기금 70억원 중 일부를 해외 진출 관련 정

책 컨설팅(Feasibility study) 및 원조 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목표 대비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작 

이후 4개 분야(상하수도, 도시철도, 교통시스템, 전자정부)에서 2013년 10월 기준 총 

5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나 서울시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프로젝트에 컨소시엄 파

트너로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아직 정책 컨설팅을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 연결하여 

수행하는 개발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례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프로젝트에서는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도시 정책수출 선도사례 

분석을 수행하였고, 선도 도시 대비 서울시 현재 역량 차이 분석을 통해 이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조직, 사업, 및 성과 관리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1) 해외 선도 도시 정책수출 사례 분석

도시 정책 수출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

정하여 사례 분석을 시행하였다. 싱가포르는 2006년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 조직인 

SCE(Singapore Cooperation Enterprise)를 창립하고 솔루션 개발 지원 및 홍보 기

관인 CLC(Centre for Liveable Cities)와 협력하여 중동, 북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

에 있는 20여개국에서 활발히 정책 수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도시 정책 



177176

수출의 성공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

1-1) 차별적 솔루션

싱가포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적인 해외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차별화된 

도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화, 유형화, 사례화의 3단계로 체계화된 과정을 바

탕으로 싱가포르 도시 정책 노하우를 솔루션화하고 이를 정기 영문 발행물로 제작하

여 해외 주요 도시 시정 관계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년간의 싱가포르 

주택 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高인구밀도 도시 권역별 주거공간 부족 문제 해결방안"

에 대한 다양한 정책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성공/실패 교훈담 형태로 정리하여 현장

감 있는 도시 정책 솔루션으로 패키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해외 시정 주

요 의사 결정권자들을 전략적으로 초청하여 교육 프로그램(예. Temasek Foundation 

Leaders in Urban Governance Programme은 5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당 미

화 13,500불 소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World Cities Summit)을 운영하면서 자

체 도시 솔루션을 활발히 홍보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도표17: 차별화된 도시 솔루션]

1-2) 해외진출 전담 독립조직 수립

싱가포르는 해외 진출 사업을 총괄할 Full-time 소규모 전담 조직을 정부에서 

분리된 독립 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업 성격 상 기존 내부 공무원 조직 보

다는 외부 전문 인사들을 영입할 수 있는 구조가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독립 

조직은 SCE(Singapore Cooperation Enterprise)라고 명명되어 있으며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소속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의 산하 정부 기관이

며 비영리 단체로 운영된다. 약 20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해외 도시 정책 프로젝트를 개

발하고 수행하는 부서와 이를 지원하는 부서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주요 특징

은 별도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운영비 확보가 가능한 운영 체계를 갖고 있으며 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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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가능한 솔루션 위주 연구를 수행하여…

설명

…통합 솔루션 개발하고 적용함

전문성을 가진 주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싱가포르 사례

▪ 도시 문제를 솔루션 단위로
유형화함, 예.
– 高 인구 밀도로 인한 도시

권역별 주거 공간 부족
문제 솔루션

▪ 도시 관련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예.
– 환경 및 기후 변화
– 高 인구 밀도
– 지속 가능성

▪ 전문 주제에 대한 유형별
국내외 성공/실패 사례를
연구하여 Lessons learned를
기록

사례화

유형화

전문화

이를 통합하여 실제 해외 도시 개발에 적용함

Vietnam Singapore 
Industrial Park 
Vietnam

Sino-Singapore Tianjin 
Eco-city
China

… …

차별화된 도시 솔루션

도표17

원은 프로젝트 개발 성공에 따른 프로젝트 수수료(Commission)를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체(예. 민간 참여 업체)들로부터 받는 구조이다.

1-3) Full-time high-profile 인사

앞서 언급된 SCE라는 조직은 비록 소규모이지만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Full-

time high-profile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눈여겨 볼 점이다. 이는 프로젝트 개발

을 위해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련 해당 도시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인사들의 면면

을 보면 고위 전문직 출신 인원들로 전직 시정 고위 관료, 전직 외교관, 전직 투자은행 

고위 임원, 글로벌 기업 해외 영업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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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도표18: 외부 소규모 전담 조직]

1-4) 파이프라인 성과 관리

SCE라는 조직은 자체 운영비로 유지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사

업 형태의 성과 관리 시스템이 적용된다. B2B(Business-to-business) 사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프로젝트 수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통해 Funnel management 즉 

단계별 프로젝트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각 영역별 프로젝트 개발 책임자들은 수

주 관리 시스템에 따른 성과 관리 지표에 따라 업무 평가를 받으며 프로젝트 파이프라

인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게 된다.

SCE 운영 현황

지배
구조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소속 IE1의산하 정부 기관

▪ Not-for-profit 기관

조직
▪ CEO(1명): 운영 총괄
▪ 프로젝트 디렉터(~7명)

– 자금 조달 책임(~2명)
– 프로젝트 개발 책임(~5명)

▪ 프로젝트 매니저(~5명): 프로젝트 실행
책임

▪ 경영 지원(3~5명)

운영
▪ 별도 예산 편성이 아닌 자체 운영

수익으로 운영
▪ 프로젝트 수주 금액의 5-10%를

Commission으로운용 비용 충당
▪ 인건비, Rent, Utilities 비용, 영업비

등 연간 50억 이상 운영 예산

1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SCE 역할

설명 SCE 담당 인력 및 역할

홍보 및
마케팅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실행

▪ 해외 고위 관료 대상으로
초청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싱가포르의 도시
정책 홍보

▪ 관심 표명 대상 도시/국가
사전 조사

▪ 관심 표명 대상 도시/국가
고위 관료(예. 장/차관급) 
방문

▪ 싱가포르 솔루션 소개 및
프로젝트 제안

▪ 프로젝트 자금 조달 결정
▪ 프로젝트 수행

▪ SCE가 아닌 CLC 등
도시연구기관에서 주최

▪ 프로젝트 디렉터: 해외 고위
관료 및 민간 기업 고위 임원
인맥 보유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세일즈 책임

▪ 프로젝트 매니저: 세일즈보조
▪ 재무 전문가: 프로젝트 개발

자금 규모 및 조달 옵션 제안

▪ 프로젝트 디렉터: 전문 인력
Staffing (예. 시 부처 팀장 급
이상 전문가 초빙, 민간 기업
팀장 초빙)

▪ 프로젝트 매니저: 실무 총괄
▪ 재무 전문가: 해당

도시/국가와 프로젝트 개발
자금 조달 지원

프로젝트 Base로 민간
기업, 정부 부처, SCE 간
TF가 형성되어 수행함

외부 소규모 전담 조직

도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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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9: 프로젝트 수주 관리 시스템 및 성과 관리]

2) 우수정책 해외 진출을 위한 6대 핵심 과제	

서울시는 전세계 유례 없는 고속 성장을 바탕으로 선도 도시로 성장한 경험을 보유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책 노하우 및 자산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솔루션화하

여 해외 도시로 수출하고 정책 수출을 통해 민간 기업 참여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에는 

해외 선도 도시 대비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20: 해외 선도 도시 대비 서울시 역량]

Category 4:
Policy consulting

Category 5:
Implementation

Category 3:
Qualified leads

Category 2:
Targets and leads

Category 1:
Universe 

▪ Financial 
planning 및
솔루션 제안서를
준비하여
의사결정권자를
만나서 설득함

▪ 정책 컨설팅 시
도시 솔루션이
수행되려면 자국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야함을
설득 및 명문화함

▪ 수익성, Project 
financing 가능
여부, 비전 충족
여부 등 수행 요건
만족 여부 분석

▪ 관심을 표명하는
국가/도시의 가망
프로젝트 사업
규모, Timeline, 
서울시 솔루션
보유 여부 등에
기반하여
우선순위화

▪ SCE는 프로젝트 디렉터 즉 프로젝트 개발/실행 최종 책임자가
파이프라인에대한 성과지표를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를 평가 받는
시스템임

▪ 세계 도시
Scanning을통해
가망 프로젝트를
List화하여 보관

▪ 세계 도시 회담
등의 참가자 명단
List화하여 보관

~100개 ~40개 ~10개 ~5개 ~4개

싱가포르 사례프로젝트 수주 관리 시스템 및 성과 관리

도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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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솔루션

1

Full-time 
high-profile 
인사 구성

3

파이프라인
성과 관리
(수주 관리)

4

독립 조직2

서울 솔루션 사업 현 수준

▪ 일부 사업 영역(예. 교통)에 대한
서울연구원 정책 컨설팅 역량 보유

▪ 중간 관리자급(예. 과장, 팀장) 인원에
대해 일부 국가 대상으로 운영

▪ 해외 진출 사업 역량을 보유한 Full-time 
high-profile 인사 부재함(예. 해외 수출
대상 도시 고위 인사와 네트워크를 가진
Full-time 프로젝트 디렉터)

▪ 전 부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이를
단계별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부재함

▪ 프로젝트 단계별 관리 성과가 개인 및
조직의 성과와 연동되지 않음

▪ 해외 수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모멘텀
부재

▪ 예산을 바탕으로 하는 소극적 정책 원조
사업 이상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조직
구성

해외 선도 도시 대비 서울시 역량

선도 경쟁자 수준
경쟁력 보유

선도 경쟁자 대비
잠재적 경쟁력 존재

선도 경쟁자 대비
경쟁력 열위

▪ 전문성 보유한 분야별 Full-time high-
profile 인사로 구성
– 전직 시정 고위 관료(예. 국장), 전직

외교관(예. 총영사), 재무 전문가
(예. 전직 투자은행 고위 임원)

▪ 진행 단계별 프로젝트 관리, 즉 Funnel 
management 필요

▪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개인별
성과 관리 지표 도입

▪ 해외 진출 사업 총괄할 소규모 전담 조직이 시
정부에서 분리된 독립 조직으로 존재함

▪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지속 가능한 조직 구조로
프로젝트에 대한 Commission 수익을 통해
자체 운영비 충당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적인 해외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차별화된 도시 솔루션 보유

▪ 해외 고위 관료(즉,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실시

설명

도표20

따라서 이런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조직, 사업 활동, 성과 관리 체

계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위 세 가지 영역에 대해 

2016년까지 서울시가 수행해야 할 6대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도표21: 6대 실행 과제]

2016년까지 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총 투자액은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2017년 이후에는 추가 투자 없이 사업 전담 조직의 완전한 재정 자립

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하며, 다음 도표와 같이 같이 향후 3개년 연도 별 명확한 사업 

성과 지표 설정과 미 달성 시 과감한 철수(Exit)까지 사전적으로 고려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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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인터뷰

1 신설 후 1년 6개월(운영 1년차인 2015년 하반기 및 2016년 전체) 동안 운영비는 초기 투자비로 충당하며 1년 운영비는 20억원 소요 가정. 기존 파이프라인 활용하여 운영
3년차인 2017년부터 수주 및 비용 자체 충당 가능 가정함 2 수주 관리 체계 수립 용역 독자 수행 시 0.5억원 소요 예상

사업

조직 성과 관리

조직 개편 실행 과제 성과 관리 개편 실행 과제

▪ 체계적 수주 관리 체계 구축

– 부서별/개인별 성과
관리를 위한 KPI 설정

▪ 서울시 외부에 해외 진출
전담 독립 조직 수립

– 분야별 High-profile 
전문 인사 채용

사업 개편 실행 과제

▪ 해외도시 기회발굴 및 리스트화

▪ 도시 이슈 유형별 솔루션 개발

투자비 총

▪ '16년까지 해외 도시 정보 수집비 총 ~6억원
▪ 솔루션 개발비 총 ~8억원
▪ 홍보물 제작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총 ~9억원
▪ 국제 기구 협력 포럼 및 무상 정책 컨설팅 지원비 총 ~7억원

▪ 해외 도시 의사결정권자 대상 솔루션 홍보

▪ 정부 및 국내외 유관 기관과 협력 관계 구축

~60억원

'14~'16년
총투자액

투자비 총

▪ 조직 신설 초기 투자 비용
~30억원1

▪ 신설 3년차부터 자족 가정

~30억원 투자비 총

▪ KPI 개발 용역 비용2은 전담
조직 타당성 검토 용역비
1.5억원에 포함

0원

~30억원

B C

A

5

2

3

4

6

1

서울연구원 내 세계도시연구센터 공동 주도

6대 실행 과제 2014-2016년 논의용

도표21

[도표 22: 우수 정책 해외 진출 실행과제 연도별 추진 계획 및 목표]

2-1) 해외도시 기회발굴 및 리스트화

[현황 및 이슈]	

우수정책 공유 핵심 사업별(예. 교통시스템, 전자정부, 도시철도, 상하수도)로 해

외 도시에서 어떤 기회가 존재하는지 서울시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

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 도시에 존재하는 프로젝트 기회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우수 정책에 대한 시의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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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핵심 사업별로 사업 기회가 있는 해외 도시 파악 및 핵심 사업별 해외 도시 사업

기회 탐색과 리스트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해외 도시에서 서울시에 정

책 문의 시 이를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해당 도시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속적 

Follow-up을 수행한다. 민간 기업과 해외 도시 기회에 대한 정례적 정보 교류회의를 

수행하며 해외도시 정보를 축적해 나간다.

논의용

▪ 서울시 외부에 해외 진출
전담 독립 조직 수립
– 분야별 High-profile 

인사 채용

5

▪ 해외 도시 기회 발굴 및
리스트화

▪ 정부 및 국내외 유관 기관과
협력 관계 구축

▪ 해외 도시 의사결정권자
대상 솔루션 홍보

▪ 도시 이슈 유형별 솔루션
개발

1

2

3

4

▪ 체계적 수주 관리 체계 구축
– 부서별/개인별 성과

관리를 위한 KPI 설정

6

2014

▪ 실행 전담 조직 설립 관련
조례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수행

▪ 필요 분야 선정 및 분야별
필요 요건 정의

▪ 도시 이슈 유형화
▪ 가망 기회 리스트화

▪ 이슈 유형별 국내외
과거 사례 정리

▪ 서울 솔루션 홍보용
영문 책자 6권 발간

▪ 교육프로그램 개발

▪ 유관 기관(예. 
해외도시개발센터)과
해외 진출 시 헙력 방안
도출

▪ 프로젝트 수주 관리
체계 개발

▪ 전담 조직 및 개인별 KPI
개발

2016

▪ 필요 분야별 인력 충원

▪ 추가 파악 기회 지속
리스트화

▪ 솔루션 지속 발굴 및
개발

▪ 홍보물 지속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수행

▪ 도시 세미나 계획

▪ 국제 원조 기구(예. WB, 
ADB) 지원 받아 민관
협력형 프로젝트 수주

▪ 필요 시 수주 관리 체계
수정

▪ 필요 시 KPI 등 체계
수정

2015

▪ 국내 원조 단체(예.
KOICA, EDCF) 자금
지원 받아 민관 협력형
프로젝트 수주

▪ 실행 전담 조직을 특수
목적 회사 형태로 수립

▪ 분야별 Full-time high-
profile 인사 7명 채용

▪ 추가 파악 기회 지속
리스트화

▪ 사례 분석 통한 솔루션
개발

▪ 홍보 책자 추가 발간
▪ 의사결정권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수행

▪ 전담 조직 및 유관 부처
내 도입

▪ 프로젝트 수주 관리와
개인 KPI 연동

실행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017~

▪ 필요 분야별 인력 충원

▪ 추가 파악 기회 지속
리스트화

▪ 솔루션 지속 발굴 및
개발

▪ 홍보물 지속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수행

▪ 도시 세미나 주최

▪ 국제 원조 기구(예. WB, 
ADB) 지원 받아 민관
협력형 프로젝트 수주

▪ 필요 시 수주 관리 체계
수정

▪ 필요 시 KPI 등 체계
수정

정책 및 재무 목표

서울시 투자 규모 ~9억원 ~20억원 ~32억원 01원

▪ 정책 컨설팅 4건 수행
▪ 홍보용 영문책자 발간

6권, 전담조직 타당성
용역 시행

▪ 민관 협력형 1건 참여, 
정책 컨설팅 6건 수행
– 총 65억원 규모의

사업 참여
▪ 홍보용 영문책자 발간

10권, 전담조직 신설

▪ 민관 협력형 2건 참여, 
정책 컨설팅 8건 수행
– 총 120억원 규모의

사업 참여

▪ 민관 협력형 4건 참여, 
정책 컨설팅 10건 수행
– 총 225억원 규모의

사업 참여

1 필요 시 ODA 사업금 및 정책 컨설팅 비용 지원 가능

목표 미달성 시
조직 설립 연기

목표 미달성 시 담당 인원
및 조직 전체 경고

목표 미달성 시
Exit plan 수립

목표 미달성 시
점진적 Exit

신규 외부 전담 조직 주도

우수정책 해외 진출 실행과제 연도별 추진 계획 및 목표

도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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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 이슈 유형별 솔루션 개발

[현황 및 이슈] 

서울시는 우수정책 해외 진출에 대한 잠재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립된 방향성이 

부재한 상태이다. 특히, 해외 선도 도시의 경우, 도시 이슈에 어떤 유형이 존재하고 이 

유형별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파악

된 바가 부족한 상태이다.

[개선 방향] 

핵심 사업별로 관련 도시 이슈 유형에 대해 정리하고 도시 이슈 유형별로 관련 국

내외 사례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도출된 시사점(Lessons learned)

에 기반하여 도시 이슈 유형별 서울 솔루션을 개발한다. 솔루션 추가 개발 및 업데이트

는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2-3) 해외 도시 의사결정권자 대상 솔루션 홍보 

[현황 및 이슈] 

현재 서울시의 우수 정책 해외 홍보는 해외 도시의 의사결정권자 보다는 실무진 

위주로 수행되고 있어 홍보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또한, 우수정책 

홍보 시 솔루션에 대한 홍보물이 부재하여 효과적 홍보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개선 방향]	

우수 정책 공유 프로젝트를 발주할 수 있는 해외 도시의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

으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도시 의사결정권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솔루션 영문 홍보 책자 개발, 배포 및 이에 대한 주기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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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가 필요하다.

2-4) 정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 

[현황 및 이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외 진출 사업 기관들(예. KOICA, KOTRA, 

LH공사 산하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과 서울시 간 협력 관계는 일부 구축되었으나 구

체적 협력 모델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해외 진출 ODA 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 기구(예. World Bank, ADB) 등과도 협력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

다.

[개선 방향]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 정부 기관 및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 해외 진출 협력 관계

를 구축하고 구체적 협력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기업을 활용한 민관

협력형 플랫폼 개발도 병행하여야 한다.

2-5) 서울시 외부 해외진출 전담 독립조직 수립                                     
 (분야별 High-profile 인사 채용)

[현황 및 이슈] 

서울시는 우수정책 공유 및 확산을 통해 친서울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기업 진

출의 교두보 마련을 목표로 서울국제사업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2013년 4월 신설하였

지만, TF 형태이고 전체 인원 30여명 중 Part time 근무자가 ~85%에 달하여 사업 추

진을 위한 조직 차원의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현 조직 구조 하에서는 해외 프

로젝트 수주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예. 민관 협력, 해외 출장)에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 진출 사업 역량을 보유한 전담 고위직(Full-

time high-profile) 인사(예. 해외 수출 대상 도시 고위 인사와 네트워크를 가진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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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oject director)가 부재하여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선 방향]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예. 민관 협력, 해외 출

장)에 제도 상 제한을 받지 않는 소규모 전담 조직을 서울시 외부에 신설하여 해외진

출 프로젝트 수주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조직 내 인원은 10명 이

하의 소규모 인력으로 구성하고 크게 사업 추진 인력과 지원 인력으로 구분하여 구성

한다. 이 조직은 초기 출자 후 운영 3년차부터는 별도 예산 편성(예. 출연금) 없이 자체 

수익(예. 프로젝트 Commission 수익)을 바탕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분야에 맞는 전문 인력의 직무 및 자격 요건(Qualification)을 작성하고, 전문성을 보

유한 분야별 Full-time high-profile 인사를 외부 공채를 통해 채용할 것을 제안한다. 

분야별 전문 고위직으로는 전직 외교관(예. 총영사), 재무 전문가(예. 전직 투자은행 고

위 임원), 핵심 사업 영업 팀장 출신 등을 채용하여야 한다.

2-6) 체계적 수주 관리 체계 구축(부서별/개인별 성과관리 KPI 설정)

[현황 및 이슈] 

우수정책 해외 진출 사업은 수주 기반 사업으로 서울시 기존 사업과는 다른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관리 방식으로는 해외 진출 사업에 적합한 가망 기회 리

스트화부터 실제 프로젝트 수주까지 각 단계별 관리를 수행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

고 해외 진출 사업의 경우 기존 공무원 조직 내에서 적용되던 관리 지표로는 성과를 평

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외부 전담 조직의 경우 프로젝

트 수주 관리를 주 업무로 삼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개선 방향] 

해외 진출 사업 선도 사례 분석에 기반하여 수주 관리 단계 및 단계별 업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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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를 한 후 서울시의 우수 정책 공유 사업에 대한 파이프라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

여야 한다. 이 업무는 필요 시 외부 전문 업체에 수주 관리 체계에 대한 적합성 검토 용

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주 관리 및 우수 정책 해외 공유에 최적화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단계별 최적 지표 개발을 위해 필요 시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

뢰할 필요가 있다. 성과 지표 개발 시 조직 차원, 개인 차원 지표를 각각 개발하여야 하

고 Target 중 정책 컨설팅 수행 비율 등 재무적/비재무적 성과 등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3) 맺음말: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 진출 추진 시 고려 사항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핵심 6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서울시는 세계

에서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정책 노하우들을 해외 개발 도상

국 도시들에 전파하고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영역을 중심으로 비단 정책 공유를 넘

어서 국내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의 토대가 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앞서 언급된 대로 현 해외 진출 사업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외부 조직 신설 및 

민간 인력 채용, 수주성과관리체계 도입 등 현 사업 체계와 다른 근본적 변화가 요구

된다. 따라서 사업의 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과제 수행 주체에 대한 충분한 권한 부여

가 요구되며 기타 제도적 지원(예. 출자 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 설정) 또한 필요할 것으

로 예상된다. 단, 이에 따른 책임 경영을 모니터링 하고, 비효과적인 기관으로의 전락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지표 설정 및 철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며 로드맵상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 투자 혹은 철수(Exit)를 과감하게 단행한다는 방침을 사

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앞서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서울시 기업의 해외 진

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우수정책의 보다 활발한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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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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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용역 개요

 � 본 자료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진행한 서울시 경영개선 용역 중 서울연구원을 

대상으로 11주 동안 진행한 용역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임. 

 � 본 용역은 서울연구원의 경영 현황 진단 및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  용역의 범위에는 서울연구원 산하의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재정립 및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 진출 방안(과업 외 별도) 관련 내용과 제안이 포함되어 있음.

 �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의 재정 건전성 및 연구 활동 분석, 서울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시정 연구활동 변화 조사, 해외 사례 벤치마킹 및 외부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제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서울연구원의 주도 하에 실행 계획 수립으로 연계함.

 � 이 과정에서 서울연구원 및 서울시 관련 부서 실무진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주요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의 경영진 및 서울시 책임자, 자문위원들에게 

주기적인 서면 및 구두 보고를 통해 의견을 구하였음.



189188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 서울시 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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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발간의 취지 

본 자료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진행한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용역'의 마지막 

대상인 서울시 본청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진행한 용역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용

역은 서울시의 미래 비전 확립과 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인

력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용역을 수행한 맥킨지와 삼일회계

법인의 관점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이의 최종 선택 및 수정, 개선

의 노력을 위한 정책화 등은 향후 서울시가 결정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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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 현황			

서울은 반만년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우리 민족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한국 GDP의 20%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심이자, 교육, 문화, 예

술 등의 영역에서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강의 기적"

의 주역으로 70~80년대의 "배우는 도시"에서 "가르침을 주는 도시"로 단기간 내 변모

한 유례없는 성공사례로 뽑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서울의 글로벌 위상 또한 상당하다. 

모리 재단이 평가한 도시 경쟁력 평가(Global Power City Index)에서는 글로벌 40개 

도시 중 6위(2012), 뉴스위크가 평가한 경제 부문 경쟁력에서는 3위(2011), MICE 분

야 최고 권위를 가진 Business Traveler 선정 "최고의 Business Travel 상" 2년 연속 

수상(2012, 2013) 등이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UN 

Survey의 e-Government 부문에서 2012년 1위, OECD가 평가한 노동생산성 측면에

서 2011년 1위를 기록하는 등 서울의 무형 인프라는 세계 일류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은 경제성장 측면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세계 선도도시(뉴욕, 런던, 파리, 도쿄, 홍콩, 싱가포르) 

대비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영역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복수의 기관에서 발표

된 도시 경쟁력 지표들을 영역별로 평균 낸 결과 세계 7개 선도도시 중 서울의 순위는 

환경 공동 3위, 인프라 공동 5위인데 반해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은 7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24개국 약 2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서울은 사업, 주거, 관광에서 3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다.  

시정부 재정 측면에서도 정체가 예상된다. 세입·세출 측면에서 복지수요 증대, 국

가 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세출수요 확대로 최근 10년간 세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1%로 세입예산의 증가율 3.2%를 상회하여 세입 대비 세출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전체 조세수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와 지방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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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에 치중되어 세수 신장성과 안정성이 낮아 지방 재정분권이 미약한 근본적 

제약 하에서 서울시의 자체 세수 확충 방안은 제한적인데 기인한다. 실제 2009~2010

년, 중앙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SOC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족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함으로써 재정악화를 경험한 바가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등 중앙정부 역할 변화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한 지방재정의 악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채무는 최근 10년간 3배 증가하였

으며, 버스준공용제 재정지원 등 우발부채 존재와 SH공사, 지하철 양 공사 등 산하기

관의 재정악화로 인한 서울시 재정부담이 증가할 위험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점차 악화되고 있는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및 나아가 미래 발생 가능한 서울시의 재정

부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현재까지의 성공과, 향후 서울이 맞고 있는 도전적 환경을 감안할 때, 서울은 일류

도시로의 재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기로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만약, 서울이 현

재 상태에서 정체될 경우, 홍콩, 싱가포르, 도쿄, 상해 등 지역내 기존 선도 도시간 경

쟁뿐만 아니라, 향후 20~30년간 아시아 지역 내에 신규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 

십개의 메가시티들의 부상으로 인해 상대적 위상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반면, 세계

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 내에 교통, 주택, 환경, 안전, 전자정부 구

현 등의 측면에서 세계 선진도시 수준으로 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재도약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수 십개의 지역내 메가시티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위상을 구축할 수 있다.

 

2. 서울시 본청의 경영개선을 위한 접근방법

재도약을 위한 기회와 함께 다각적인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진단 및 개선안 도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금번 프로젝트팀은 서울시의 "미래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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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체계", "인력운용체계",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진단과 개선방

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서울시는 위상 측면에서 소위 "Good City"에서 

"Great City"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세계 

굴지의 선도도시와 견줄 수 있으며, 동시에 서울이 보유한 독특한 장점과 자산을 최대

한 차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향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조직운영 측면의 효과성, 인력운영 측면의 

전문성,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위한 든든한 재정의 뒷받침 등이 동시에 확보되

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프로젝트 팀의 진단 및 개선제안을 "미래비전", "조

직운영체계", "인력운영체계", "재정건전성 개선"의 순서로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3. 제언 Part 1: 서울시 미래비전 수립		

서울시 미래비전 수립과 관련하여, 금번 프로젝트팀은 "세계 선도도시의 비전수립 

사례 분석", "향후 20~30년간 예상되는 메가트렌드 요소 고려", "서울시의 분야별 취

약 영역 및 차별화 요소를 감안한 비전의 핵심요소 도출", 그리고, "기존 2030 비전과

의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선진도시의 사례와 메가트렌드 분

석결과를 요약 설명하고, 서울시 비전의 핵심요소로 필요한 내용을 하기와 같이 제안

하였다.   

1) 선진도시 벤치마크 및 메가트렌드 분석

GDP 4만불 수준을 이미 달성한 선진도시들의 경우, 신흥 도시 수준의 경제 성장 속

도를 기대하긴 어렵다. 따라서, 신흥국 도시들이 경제 부분의 급격한 성장을 중심으로 

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에 비해, 선진 도시들은 오히려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영역 측면에서 균형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움직임을 공통

적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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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제 비전(Smart Growth)

경제적 비전 구현 측면에서, 선진 도시들은 구조적인 저성장 환경을 돌파하기 위

해, 각 도시가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섹터를 선정하여 집중적으

로 육성하는 스마트(Smart growth) 접근법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

에 사업환경/기반을 개선하고, 해외의 인력과 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런던은 영화, 뮤지컬, 관광, 디자인 등 런던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 영역을 기반으로 2002년 "Creative London" 계획을 공표하고, 시정부가 

주도적으로 London Design Festival과 같은 대규모 행사 주최 및 투자 지원을 제공

하였다. 또한 런던 내 Royal Albert Dock 지역에 아시아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지구

(Asian Business Port)를 개발하여 해외 인력/자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은 싱가포르관광청과 경제개발위원회, 무역개발국 3개 기관이 공

동으로 의료관광 전담 에이전시 "Singapore Medicine"을 설립하여 외국인 환자 수와 

매출액 모두 연간 17~18%로 성장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활

용, 동남아시아 지역 산업진출 거점으로의 가치제안 및 비즈니스 컨설팅(예. 동남아 소

비재 시장 조사)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왔다. 

1-2) 사회 비전(Inclusive Society) 

사회비전 구현 측면에서, 선진 도시들은 시민 모두에게 "삶의 질"을 위한 기본

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

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취약 계층의 소외를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달성하고자 하

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런던을 예로 들면, 건강불평등 해소(취약 지역의 건강 관

련 주요지표 격차를 런던시 전체 평균 대비 10% 이내로 감축), 빈곤과 차별 퇴치(낙후 

지역의 어린이 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취약 계층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매년 새로운 주택의 50%를 서민주택으로 공급 할 것을 법으로 

규정) 등 다양한 면에서 이러한 노력이 공히 발견된다. 도쿄 역시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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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령자가 이용하기 쉬운 도보생활 환경을 구축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고령자 입주

를 장려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다.

1-3) 환경 비전(Sustainable Environment) 

선진 도시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건물, 교통, 

녹지, 주거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의 지속 가능성 1위 도시 코펜하겐의 

경우 탄소중립(Carbon-neutral) 지역을 설정하여 "에너지효율화 빌딩", "탄소배출량

이 적은 교통 인프라", "자급 가능한 재생에너지 네트워크" 등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였

다. 뉴욕시의 비전인 PlaNYC에서는 "미국 도시 중 최상의 공기 질 달성", "온실가스 배

출량 2005년 수준 이하로 감축"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 "모든 

시민이 도보 3분 이내에 녹지, 공원, 해변 등 자연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1-4) 글로벌 메가트렌드

경제(Smart Growth), 사회(Inclusive So-ciety), 환경(Sustainable 

Environment)의 선순환 구조를 축으로 하는 선진도시들의 비전 추진 노력은, 향후 수 

십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측면에서도 정합성이 

있으며, 시대적 고민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비전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

는 메가트렌드는 도표1의 6가지 테마로 정리된다.

[도표1: 글로벌 메가 트렌트]

2) 서울시 미래비전 수립  

서울시 미래비전의 핵심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금번 프로젝트팀은 서울시의 현황 및 

선진 도시 벤치마크 시사점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통한 선순환 구조라

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서울의 특수성, 장점 등을 반영하여 각 영역별로 비전의 핵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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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도출하기 위한 우선순위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진행 결과, 서울시 

미래 비전의 종합적 테마(Theme)로 "Connecting City, Seoul: 세계와 동아시아, 시

민과 시민,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도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영

역별 비전구성 하위 테마(Sub-Theme)로, "경제 비전: Connecting the World", "사

회 비전: Connecting the Citizens", "환경 비전: Connecting the Nature"를 도출

하였다. 각 영역별 구체적 내용 및 핵심요소를 하기와 같이 제안하였다.

2-1) 경제 비전: Connecting the World

경제 비전 Connecting the World는 A. 해외 기업의 아시아 핵심 거점, B. 혁신

적인 빅데이터/ICT 선도도시, C. 매력적인 글로벌 Top 5 관광/MICE 도시를 종합한 미

글로벌 메가 트렌드

경제적 중심의
이동

▪ 경제 성장의 축이 선진국에서 신흥 개발국가로급격히 이동함
– 대부분의 GDP성장이 비OECD국가에서 기인하며, 아시아, 특히 중국이

단순 생산기지가 아닌 혁신의 거점으로 변화함

생산성
개선의 압력

▪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 개선이 성장에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됨
▪ 이에 따라 창조 계층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심화되어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

글로벌
연결망

▪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어 경기 변동성 증대

정부역할의
재정립

▪ 공공부문에 기대되는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 선진국의 급속한 고령화, 개발 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
– 시민,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과 사회 통합

지구의 한계
직면

▪ 자원의 소비와 지속 가능한 환경의 구축이 중요한 판단 준거로 부상함
–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신흥 중산층의 부상은 자원 소비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함

혁신 기술의
확산

▪ 공공 및 민간 전 영역에 있어 파괴적 혁신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
– Big Data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혁신이 실현되고 있음
– 3D Printing , Cloud computing 등 새로운 기술 플랫폼이 상용화됨

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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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상으로 세계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No. 1 Destination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Methodology] 

경제 비전의 요소는 기반 영역과 산업 섹터로 분류하였다. 서울의 경제성장을 뒷

받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할 기반 영역은 SWOT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화하였으

며 A. 해외 투자 유치 생태계 조성 B. 빅데이터로 선도적인 기업환경이 선정되었다. 더

불어 서울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집중할 섹터를 차별화 가능성 및 경제적 매력도 

기준으로 우선순위화하였으며 C. 관광/MICE 섹터가 선정되었다.

A. 서울의 경제비전 중 첫 번째 요소로 "해외기업의 아시아 핵심 거점"을 지향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58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약 50%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전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약 

7,000여개의 신규 대기업이 새롭게 탄생할 것이며, 이중 약 70%가 개도국에서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한국의 대기업 본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

여, 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싱가포르

과 같이 차별화된 가치제안을 수립하고 런던의 Asian Business Port와 같은 기업유치 

특별지구를 선정하며, 토론토의 원스톱 서비스를 벤치마킹 하는 등의 마케팅 측면의 노

력이 요구된다.

B. 서울시 경제비전의 두 번째 요소로 "혁신적인 빅데이터/ICT 선도도시"가 될 

것을 권고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신사업 및 혁신 노력은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시아지역 내에서 어느 도시도 아직까지 빅데이터 부문의 압

도적인 선도도시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양질의 인적 자원과 

첨단 IT인프라/기업, 정보 친화적 문화 및 방대한 정보량을 바탕으로 선도도시로 도약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창출을 지원 및 육성하고, 운영효율성 개선 및 공공 부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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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비스로 도시경쟁력 제고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2020년 빅데이터 개

방 및 공유가 현재 2,000여개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심야버스 사업

과 같은 빅데이터 활용 공공프로젝트 수도 연간 10개 이상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할 것을 권고한다. 

C. 서울의 경제비전 측면의 세 번째 핵심 요소로서, "매력적인 글로벌 Top 5 관

광/MICE 도시"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서울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

적 위치의 매력도가 높으며, 숙박/문화/쇼핑 등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

다. 또한 G20 등 대형 MICE 개최 경험 또한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방문 외

래관광객 수(2020년 ~1,760만명) 기준 세계 5위, 개최 컨벤션 수(2020년 350개) 기준 

세계 3위를 목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아태지역 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 K-POP 등 

한류의 문화적 영향력 제고, MICE 도시로의 국제적 이미지 상승 등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유/무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사회 비전: Connecting the Citizens

사회 비전 "Connecting the Citizens"의 핵심 요소로는 A. "주거복지: 안정된 

삶", B. "공간적 연결: 여유 있는 삶", C. "사회적 연결: 돌보는 삶", D. "안전한 생활권 

구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할 경우 "시민이 연결된 안정, 여유, 돌봄이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Methodology] 

사회(삶의 질)와 관련된 비전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선진도시 대비 격차와 시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취약영역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우선순위화 과정을 통해 도시재

생 관점의 주택 문제와 안전 문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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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의 사회비전 중 첫 번째 요소로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주거복지의 실

현을 권고한다. 현재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OECD 평균 수준인 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 수행 환경 악화로 인해 민간에서 이

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서울시가 공공사업으로 이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비율(~10%)을 달성하고, 또한 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 강화

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현재 11%에서 2020년 7.5%까지 감축하는 것

을 목표로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의 주거복지관련 사업환경 악화(예. 대규모 

나지 고갈, 부동산 경기 침체 등)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고 보조금 확대, 주택 바우처 

확대, 민간참여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B. 서울의 사회비전 중 두 번째 요소로 시민들의 여유 있는 삶을 위한 공간적 연

결을 권고한다. 서울은 현재 생활권 내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서울 

내 각 지역에서 중심 업무 지구로의 통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여가 복지시설, 보건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을 통한 10분 생활권 구축과 평균 통근시간 단축을 통해 "도로에서 버리는 1주일 돌려

주기"를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복지 시설을 대체하는 마

을 단위의 소규모 공간 제공과, 직주근접성 제고, 교통 개선, 재택근무 장려 등의 노력

이 요구된다. 

C. 서울의 사회비전 중 세 번째 요소로 시민들간 돌보는 삶을 위한 사회적 연결

을 권고한다. 현재 서울은 1, 2인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 2인 가

구 중에서도 취약 계층 및 독거노인 가구 비중이 높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서적 커뮤니티 개발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

해 기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마을활동가 양성 인원 수를 현재 250명

에서 2017년까지 3,000명, 부모 커뮤니티 수혜 인원 또한 현재 9,100명에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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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한다.  

D. 서울의 사회비전 구성요소의 마지막 항목으로 안전한 생활권 구축을 권고한

다. 강력범죄 및 생활 안전사고 발생의 증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시민들

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지킴이 CCTV 확충으로 자치구 CCTV 통합관

제센터 구축 비율을 2020년까지 100% 확대하고, 더불어 생활안전구조대의 5분내 현

장도착 비율을 2020년까지 9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안한다.

2-3) 환경 비전: Connecting the Nature

환경 비전 Connecting the Nature는 A. 에너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의 

선도도시 B.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시민 중심의 녹지를 종합한 미래상으로 시민중심의 

자연이 숨쉬는 청정도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Methodology] 

서울의 지속가능성 선도영역을 글로벌 대비 우수영역 및 전문가/공무원 선정 우

선관리 영역을 기준으로 우선순위화하여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녹지 및 

생태계 복원 분야"를 선정하였다.

A. 서울의 환경비전 첫 번째로 에너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의 선도도시를 

권고한다. 소득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공급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서울은 환경복

원의 성공 경험과 아시아 내 지속가능성 선도적 지위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한국 평

균 이상의 전력 자급률 ~20%, 배출전망(BAU) 대비 국제기구 권고 최고 기준인 30% 

감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증가하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위험요소

(예. 노후화된 인프라)의 선제적 파악 및 예방, 재난 시 대처, 사후처리 및 복원의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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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적인 대응을 통해 재난 인명 피해자 증감률을 2020년까지 10% 감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B. 서울의 환경비전 두 번째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시민 중심의 녹지를 권고한

다. 서울 시민들은 자연환경 회복과 더 많은 녹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시민

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한강, 도시 

숲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2%로 감축하고, 시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제고한다면, 서울이 지닌 자연환

경을 바탕으로 녹지 및 공원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전망이

다. 이와 더불어 역사공원, 생태공원 등 주제공원을 2배 확충하여, 녹지 내 활동의 다

양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한다.  

서울이 선진도시로 도약하고 아시아 신흥도시들에 대해 역할 모델이 되기 위해서

는 분명한 미래상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성장 분야에 주로 Focus를 맞추고 급

격히 성장하고 있는 신흥 메가도시들에게, 단기간 내에 경제, 사회 및 환경 측면에서 

조화롭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는 서울의 비전은 벤치마킹 대상으로 충분한 매력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런던, 파리 등의 도시들은 물론 최고의 선진적인 모습

을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서 구현하고 있으나, 수 백 년에 걸쳐 달성했기 때문에, 단

기간 내에 이러한 성공을 달성한 서울의 비전은 신흥 메가도시들의 지도자들에게 벤치

마킹 대상으로 매우 시사적인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금번 프로젝트에

서 권고한 "Connecting City, Seoul"은 선진도시 벤치마크,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서

울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구체화된 핵심비전인 만큼 이 핵심 비전을 바탕으로 경

제, 사회, 환경의 각 영역에서 2030 서울플랜 주요 전략 및 시정운영계획과 연계한 실

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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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언 Part 2: 조직 운영체계 개선방안

1) 서울시 조직 체계상의 이슈

서울시 조직운영체계와 관련하여, 금번 프로젝트팀은 "미래비전의 추진"과의 조직 

연계성을 고려하였으며, 이와 함께 서울시와 같은 대규모 공공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핵심적 문제로 파악되고 있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 결과 서울

시 조직운영 측면의 핵심 이슈로 "비전 실행 관련 조직 미흡", "우선순위화 부재", "시

정부 역할 범위 과다", "넓은 통솔범위", "부서 간 칸막이 현상" 등의 5개 핵심개선영역

이 도출되었다. 

1-1) 비전 실행 관련 조직 미흡

현재의 서울시 조직 체계상으로는 Big data, 서울솔루션, 도시재생 등 미래비전 

구현과 관련된 우선순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첫째, 비전 관련 핵심 사업의 우선순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둘째, 새롭게 강화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조직이 무엇인지 파악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지방자치법에 의한 제약으로 실·국·본부 수가 14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

해 도시재생, Big data, 서울솔루션 등 일부 핵심 시정 사업의 기획 및 실행 주체가 부

재하거나 미흡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 

1-2) 우선순위화 부재

서울시의 경우 현재 핵심 시정사업으로 47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와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은 업무 범위가 방대한 관계로 중요한 사업이 다양하

게 존재하는 것은 일견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선진도시와 비교할 경우, 관리대상

으로 지정된 핵심사업의 수는 약 4~5배로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사업의 

수가 과다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선순위 약화로 인해 오히려 핵심 사업의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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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 달성 및 성과 창출이 어렵고, 사업의 주기적/연속적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외 선진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비전과 관련하여 약 10개 내외의 사업만을 선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예. 도쿄 8개, 뉴욕 10개, 런던 12개 등). 

1-3) 시정부의 역할 과다 

행정 수요가 감소하거나 민간 및 산하기관에 이전 가능한 사업 영역도 존재하나, 

서울시는 이러한 영역에도 지속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선도도시

들은 예산 및 인력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가 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과 전

통적 업무(인허가, 규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

1-4) 넓은 통솔범위

업무량 증가 및 협업 필요 분야의 증가로 연관 산업에 대한 총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서울시의 부시장 인력 수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각 

부시장이 해당 사업의 전 영역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연계성 

높은 사업 간 협업 조정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T/추진반 운영 및 두루일꾼제(실·국·본부 주무과 소속으로 1개 팀을 신설하여 타 기

관 회의·행사 등에 참여하고 주요사항 전파,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업무 및 여러 부서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도표2: 부시장 통솔범위의 지속적 확대]

[도표3: 부시장 통솔범위 – 타 도시간 비교]

[도표4: 부시장 통솔범위 – 타 국가 수도간 비교]

1 싱가포르에서는 과거 환경청 산하 공공기업이 전담하던 쓰레기 수거 업무를 '01년 민간에 완전 이전했으며, 뉴욕시에서는 공원 및 Recreation 

관리국이 직접 공원 개발과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현재는 PPP(민관협력사업)를 통해 추진



211210

자료: 서울통계, 서울연구원

서울시 행정 수요 증가 서울시 기구 및 정원 변화

예산
조 원

유동
인구 수
만 명

부시장
수
명

CAGR

CAGR
21

16
13

146
117109

2012072002

4.9%

3.0%

0.0%

333

2012072002

도표2

도표3

부시장 당 시민
수
만 명

부시장 당
공무원 수
명

부시장 당 통솔
범위
실/국/본부

자료: 내부 자료, 내부 인터뷰

부시장
수

567667

뉴욕
(7)

제주도
(2)

부산시
(2)

인천시
(2)

경기도
(3)

서울2

(3) 

117
30

177143

510
6071

694
453

1,002816786

1,918

1 단순 주민등록상의인구수는 경기도가많으나, 경기, 인천 등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 고려 시 서울시 인구밀도는 경기도의 약 14배 ('13년 기준 서울 1.7만 명/km2, 
경기 0.1만 명/km2)     

2 실제 업무 영역 제한되어 있는 정무부시장제외 2명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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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도 부시장 수 11

6

디트로이트시카고워싱턴
DC

11

7

맨체스터버밍엄런던

리옹

21

마르세유

29

파리

36

4

6

8

선전광저우베이징

22
33

인천부산경기도서울

미국

영국

프랑스1

중국

1 파리시의 부시장은 시의원 정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48명까지 임명 가능하며, 파리시 내 20개 구청장은 부시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음

▪▪
▪▪

▪▪
▪▪

자료: 각 자치단체 사이트

도표4

국내/외 타 도시 간 비교를 통해 분석해보아도 서울시의 부시장 수는 부족한 상

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단순 주민등록상 인구수 비교 시 서울시보다 통솔범위가 넓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실질 생활인구 및 경기도 내 각 시의 관할범위 고려 시 실질적으

로는 서울시 대비 통솔범위가 넓다고 보기 어렵다.

1-5)  칸막이 현상

현재의 조직구조는 각 실·국·본부 내에서는 업무 처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실·국·본부 간 통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거나 유기적 협업이 필요

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여 업무 중복 및 정

보 단절 등을 초래하고 있다.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이미 기술심사가 완료된 공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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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행정국 산하 계약심사과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별도 수행하거나, 도로 공사 상황이 

교통시설(차선, 신호등 등) 설치 부서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2) 조직 체계 개편안

앞서 도출한 서울시의 미래 비전과 서울시의 현재 조직적 이슈 진단, 그리고 다수의 

해외 시정부 조직 변화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향후 조직 개편의 원칙을 도출하였다.

[도표5: 서울시본청 조직 개편의 원칙]

이를 구체화하여 장기적인 조직 개편안을 도출하고, 법적/시간적 제약 등 현실적 제

약을 고려하여 단기 개편안을 도출하였다. 

[도표6: 조직 장/단기 개편안]

▪ 1. 비전 관련 조직 강화 및 신설 필요
▪ 2. 비전 관련 핵심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화 필요
▪ 3. 시정부 역할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적절한 업무범위 확보 필요
▪ 4. 넓은 통솔범위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과성 제고 필요
▪ 5. 부서 간 칸막이 이슈 해결로 사업 추진의 속도 및 효과 증대 필요

조직 개편의 원칙

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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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장 직보 핵심과제의 성과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

 � 핵심과제총괄관리과/팀

 — 핵심과제총괄관리 조직은 서울시처럼 사업 영역이 방대한 조직에서, 핵심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기동대" 성격의 조직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수의 중앙 정부 및 시정부는 대통령과 시장의 핵심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성과달성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최고의사 

결정자에게 직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여 핵심과제 성과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및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1
비전 관련 핵심 시정 과제의 집중 관리
를 위해 기획조정실 "핵심과제총괄관
리과/팀" 운영(핵심과제 외 과제는 장
기적으로 실/국/본부 이전) 

2
현 조직의 강화를 통한 효과적 추진이
어려운 비전 사업인 도시재생 실/국/본
부, Big data과, 서울솔루션1 공사 신
설

3
3~6명의 책임부시장제를 도입하여
유관 사업 통합 관리의 효과성 및
성과 향상

4
미래 행정수요 분석 및 시정부의 역할
기준에 근거, 상세 직무 단위로 역할
축소 영역을 정의하고 실행

1 우수 정책 해외 수출

비전 관련
핵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화 부재

비전 관련 조직
강화 및 신설

넓은 통솔범위

칸막이 현상

시정부 역할 범위
과다

개선 영역
장기 조직 개편안 단기 조직 개편안

기획조정실 내 "핵심과제총괄관리팀"을
신설하고, 비서실의 총괄 관리를 받는
연구 조직팀을 신설

도시재생조직 및 Big data팀은 신설,   
국제교류사업단 산하의 해외도시
협력반에서 서울솔루션 사업 수행

통솔범위 이슈 해결이 시급한 유관 사업
조직의 통합 및 회의문화 개선을 통해
통솔범위의 이슈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 강화

시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범위에 대한
지향점과 기준을 수립
(행정수요 변화추이는 현행대로 상시
직무 분석을 통해 조직개편안에 반영)

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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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서울시 내 기획조정실 산하의 기획 담당관은 사실 본 역할 수행을 위해 설립 

되었다. 그러나 상시적인 관리 및 평가 업무가 과다하여 현재 핵심과제총괄관리 

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문제해결에의 집중"이 미흡해, 역할의 강화가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팀 단위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 비핵심과제의 관리 업무가 해당 

실·국·본부로 이전되면 현재의 기획 담당관이 실질적으로 핵심과제 총괄 관리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실행 과정에서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관리 대상 

핵심과제의 수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기타 중요 과제는 현업 담당 실·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핵심과제총괄관리과 인적 구성은 전문행정경험을 

갖춘 내부인력 이외에, 문제해결 경험이 높은 민간부문 개방직 인력 및 정무분야 

인력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문제의 관리가 아니라 효과적인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도표7: 핵심과제총괄관리 조직 개편안]

 � 연구조직 팀

 — 뉴욕 시 OLTPS와 유사한 시장 직속 전문 연구조직을 신설하여 시정 연구활동 

전반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서실의 총괄 

관리를 받는 연구조직 팀의 신설을 제안 한다. 시장의 정책 아이디어 구체화를 

기획조정실 산하 설치(장단기) 

시장

핵심과제
총괄

관리과/팀

기획 조정실 1부시장 2부시장

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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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시장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2) 비전 관련 핵심 사업 조직 신설

서울시의 핵심 비전 사업인 도시재생, Big data, 서울솔루션 사업은 현존하는 조

직만으로는 효과적인 추진이 어렵다. 장기적으로 Big data조직을 기획조정실로 이전

하고, 별도의 공사 형태로 서울솔루션 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반면 전담 조직이 

부재한 도시재생 사업은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국·본부 단위의 전담 

조직을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 Big data 조직

 — Big data란 방대한 데이터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적 방향 및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 행정정보화 우수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올빼미버스가 Big data 사업의 좋은 예이다. 서울시는 자정 이후의 이동 전화 이용 

30억건, 택시 승하차 500만건이라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심야버스의 운영이 

요구되는 노선을 설계하여 이를 실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Big data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규 프로세스 개선 및 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시된다. 이후 Big data팀을 설치하고 현업 부서 및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요 행정 현안 해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 현재 정보기획단은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Big data 조직은 문제 해결 기능에 집중함에 따라 시장 직속으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조정실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추진사업범위 

증가에 따라 'Big data 과'로 확대하는 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도표8: Big data 조직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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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제약 단기 개편안장기 개편안

▪ 조직 신설에 장기간
(약 ~2년) 소요
– 조례 제정 ~1년
– 담당 인력 확보

및 채용 ~6개월
– 타당성 검토

~10개월

기획조정실

국제교류
사업단

해외도시
협력반1

경영기획관정책기획관

신설 조직

서울시본청

서울솔루션
공사 (가칭)

SH공사

산하기관

…

1 내부적으로 신설 계획중인 조직 명칭으로 서울솔루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

 � 서울솔루션 조직

 — 서울시에는 상수도, 도시철도, 교통정보 시스템, 전자정부 부문 등 다양한 사업에서 

차별화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노하우,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시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들 기업 대상으로 정책/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솔루션 사업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구축하여 왔다. 향후 

서울시의 솔루션 사업에 대한 니즈가 있는 해외도시의 기회를 발굴하고, 실제 

솔루션을 개발하여 수익 실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자체 수익 기반 확보 후 공사2 형태로 

독립 및 전문화하는 조직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조직 형태를 제안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제약으로 인해 수익 추구 조직을 시본청 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관련 업무 수행 인력의 채용 또한 어려워 프로젝트 수주 및 협상 등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조직 신설에 장기간(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조례 제정 ~1년, 

담당 인력 확보 및 채용 ~6개월, 타당성 검토 ~10개월), 단기적으로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될 예정인 국제교류 사업단과 그 산하의 해외도시협력반을 통해 해외교류 

전략 수립 등 장기안을 위한 동력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Not-for-profit 기관: 설립을 위한 최초 출자 후 운영 3년차부터 영업 수익 통해 운영비 자체 충당

도표8

현실적 제약

▪ 현재 Big data 
활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및 필요
인력 갖춰지지 않음

단기 개편안장기 개편안

부서1

부서2

부서3

현안전달 및
협업

빅데이터 과

빅데이터팀1 빅데이터팀2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
당관

프로젝트팀(빅
데이터팀)

데이터기획팀

시장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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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9: 서울솔루션 조직 개편안]현실적 제약 단기 개편안장기 개편안

▪ 조직 신설에
장기간(약 ~2년)
소요
– 조례 제정 ~1년
– 담당 인력 확보

및 채용 ~6개월
– 타당성 검토

~10개월

기획조정실

국제교류
사업단

해외도시
협력반1

경영기획관정책기획관

신설 조직

서울시본청

서울솔루션
공사(가칭)

SH공사

산하기관

…

1 내부적으로 신설 계획중인 조직 명칭으로 서울솔루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

현실적 제약 단기 개편안장기 개편안

▪ 조직 신설에
장기간(약 ~2년)
소요
– 조례 제정 ~1년
– 담당 인력 확보

및 채용 ~6개월
– 타당성 검토

~10개월

기획조정실

국제교류
사업단

해외도시
협력반1

경영기획관정책기획관

신설 조직

서울시본청

서울솔루션
공사(가칭)

SH공사

산하기관

…

1 내부적으로 신설 계획중인 조직 명칭으로 서울솔루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

도표9

 � 도시재생 조직	

 — 현재 14개의 실·국·본부 수 제약으로 인해 도시재생조직의 신설은 쉽지 않은 상황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본청 내에 도시 재생조직을 즉각적으로 신설할 것을 

권고 한다. 서울시 전체 지역의 ~50% 이상이 개발한 지 20년 이상이 된 낙후 

지역인데다, 뉴타운 출구전략, 공공부지 개발 전략 등의 대두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과,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의 

전면적인 철거나 재개발 방식을 지속하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익이 

환수되기 어렵고,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방식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예. 낮은 

주민의 재정착률, 마을 공동체 파괴)의 심각성 또한 다수의 사례에서 발견되고 

있다. "전혀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집중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한 도시재생 전담 조직의 

신설이 시급하다.     

 — 도시계획국 산하에 5~10년의 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부서를 설치하고, 도시재생조직 

내에 단기(5년 이하) 계획부서와 실행부서(물리적 재생부서)를 설치하도록 한다.   

 [도표10: 도시재생 조직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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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헌검색, 서울시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도시계획국

단기 / 장기 조직 변화 방향(안)

2부시장

도시계획위원회

주택정책실 도시재생조직

▪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 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과
▪ 역사도심계획과
▪ 시설계획과
▪ 토지관리과

▪ 주택정책과
▪ 건축기획과
▪ 임대주택과
▪ 공동주택과

"사업실행부서"
▪ 공공개발센터
▪ 도시정비과
▪ 주거재생과
▪ 재정비과
▪ 주거환경과
▪ 역사도심관리과(세운

상가)    

단기(5년 이하) 
도시 재생
계획부서

신설조직

의견전달 및 반영

도표10

 — 도시재생과 연관된 부서는 사회/문화적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예. 일자리정책과, 

역사문화재과, 소상공인지원과)와  물리적인  재생 사업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예. 주거재생과, 재정비과, 주거환경과, 도시정비과, 공공개발센터)로 그 

범위가 방대하며, 조직의 통합 운영 시의 범위가 물리적 재생 사업 전담 조직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 정책 전담 조직까지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물리적인 재생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들 

중심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현재 도시재생 사업 외에도 다양한 

고유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문화 관련 도시재생 조직 전체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다양한 목표를 보유한 부서들의 결합으로 도시재생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우며, 한 조직의 규모와 업무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통솔범위 문제 등 운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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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이 예상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리적 재생 부서 중심으로 통합하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관부서와의 협력 기제를 강화하는 안을 제안한다.

 — 도시재생 전담조직이 신설되기 전에 서울시의 현황에 가장 적합한 하위 조직의 

옵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사 결정이 요구된다. 기존의 조직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와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표11: 도시재생 조직 운영 방안 – 협의체 운영]

자료: 내부 자료, 내부 인터뷰

물리적 부서 중심 통합(협의체 구성)

시장

협의체
▪ 마스터플랜 및 단기계획 수립
참여

▪ 실행계획 수립 참여
▪ 문제 해결 논의 등

▪ 주거재생과
▪ 재정비과
▪ 주거환경과
▪ 공공개발센터
▪ 도시정비과
▪ 역사도심관리과

1부시장

…경제진흥실
▪ 소상공인지원과
▪ 일자리정책과

서울혁신기획관
▪ 마을공동체
▪ 갈등조정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 역사문화재과
▪ 한양도성도감과

도시재생

2부시장

상세 조직개편안상술

도표11



221220

2-3) 책임부시장제 도입

장기적으로는 책임부시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유관 사업 통합 관리로 부서 간 칸

막이 이슈 및 통솔 범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서울시 규

모의 인구를 확보한 해외 선도 도시들은 5인 이상의 사업영역별 책임부시장이 유관 사

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통솔범위를 확보하고, 유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예. 도로/교통/환경, 경제/문화, 여성/아동/노인복지).

반면 현재 서울시는 인구 천만명 이상의 특별시의 위상에 비해 부시장 수는 3명

(행정부시장 2명, 정무부시장 1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각 부시장의 업무 영역 또

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정무부시장 업무 가능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등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동 운영이 시급한 일부 부서의 통합 운영을 통한 통

솔범위 이슈의 극복과 유관 사업의 연계도 제고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사업의 일관성

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교통과 도로사업,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

하는 에너지감축과 녹지확보사업은 부서 간 통합을 통해 사업 추진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회의 운영 방식을 선진화함으로써 통솔 범위의 이슈 해결을 지

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회의 운영 시 1) 회의 개최를 정례화/공식화하

고, 2) 회의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3) 참여자/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철저한 사전준비

를 한 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4) 각 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할 경우, 실·국·

본부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보고되는 안건들이 순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칸막이 문제의 경우 조직 개편 외에도 인사, 법, 문화/시스템 측면에서의 종

합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문화/시스템 측면에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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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체계 구축(전자정부), 유관부서 간 인접 배치 및 별도 센터에 유관부서 합동 배치, 

실무집단 커뮤니티 형성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2-4) 조직의 축소/통합

정부기관의 경우 총원 및 총액 인건비 등 제한이 있으므로, 비전에 따른 핵심 사

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기준에 근거하여 상세직무 단위 분석

을 통해 역할 축소 영역을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조직변화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본 작업을 위해서는 서울시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단위 별 상세 

분석이 요구된다. 즉, 향후 해당 업무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할 것인지, 

중앙정부나 자치구, 서울시 산하 기관 또는 민간 주체에게 이전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

지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대내외 합의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과제는 최

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는 장기과제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정부의 바람직한 역할범위에 대한 "지향점"과 "기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앞서 조직 진단 부분에서 언급한대로, 서울시의 업무 수행 범위는 타 

선도 도시 대비 광범위하다. 싱가포르, 뉴욕, 도쿄, 런던 등의 선도도시는 정책 수립과 

계획, 감시/감독 및 조정, 예산 지원 업무에 집중하고 "실행"관련 업무는 공공성의 훼

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주체에게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예산 및 인력의 제약 하에 있는 서울시 또한 이와 같은 "작은 정부"로의 변화 추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시정부 업무 재조정을 위한 기준은 아래 내용과 같다. 

①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현재 수행하는 업무 중, 법/규제 측면, 제약이 있거나, 

민간 주체의 운영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급격한 저하 등 심각한 공공성 Risk가 존재하

는 업무는 앞으로도 공공 주체(시정부와 기타 공공기관 포함)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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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법/규제 측면 제약이 없고, 민간주체 운영에 따른 공공성 훼손 Risk가 없는 

부문은 민간에게 이전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다. 그러나 이 중, 시정부가 아닌 민간 주

체가 수행할 때, 시정부가 감시/감독을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질문

이다. 민간에게 이전 이후, 모니터링 체계의 미흡으로 민간의 사업 수행에 대한 통제와 

가이드라인 제공을 시정부가 하기 어려운 업무라면, 여전히 공공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옳다.

③ ①,②에서 이슈가 없는 업무라면 마지막으로 민간 주체 중 현재 서울시보다 

역량이 더 우수한 주체가 더욱 개선된 효과성(예.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예.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만일 이에 대한 답이 "예"라면 비로소 해당 업무는 

민간 주체에게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로 정의 된다.

④ 반면 ①,②를 거쳐 공공주체가 지속 수행해야 할 업무로 정의된 경우에는 "공

공주체"의 더욱 세분화된 정의가 필요하다.

 ④-a 중앙정부수행: 정책 실행의 기반인 법 제정 등의 업무, 전국단위의 공통 

 적인 정책 방향 제시, 대규모 예산 지원이 요구되는 업무영역이 중앙 정부 고 

 유의 업무 영역이다.

 ④-b 서울시 직접 수행: 시 단위의 기본/종합계획 수립, 정책 방향 공표, 심  

 사/연계/조정/지도 등 자치구의 컨트롤 타워 업무, 자치구 예산지원이 시정부 

 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다.

 ④-c 서울시 공사/공단/출연기관 수행: 전문화/단일화된 조직을 통해 실행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 시의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기에는 업 

 무가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단순한 업무는 서울시 산하 별도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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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d 자치구 수행: 주민과 근거리에서 인접관리가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측면 업무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근린시설 관 

 리, 주민 상담/지도/주민 보호 및 관리가 그 예이다.

서울시 본청이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순위화가 명확하지 않은 조직

에서  "비전 핵심 사업" 수행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인 조직으로, 통솔범위가 넓어 비효

율적인 조직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이 가능한 조직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

던 조직에서 정책수립 기능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변모할 것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의 유일한 도시로 타 시/도 대비 인구밀집도 및 경제 

규모,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제주도, 

세종시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이 반영된 "서울시 조직 운영에 대한 특별법" 도입

을 추진하거나,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고위직 인력 

운영, 실·국·본부 수 및 보좌기구 수 등 핵심 영역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인 조직 운영 체계 효율화/선진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제언 Part 3: 인력 운영체계 개선방안

1) 서울시 인력 운영체계 현황 및 주요 이슈

서울시는 최근 행정 수요의 고도화와 사회 변화의 가속화에 발 맞춰 일반직과 기술

직 및 기능직을 분리 운영하고 충원이 필요한 전문 영역에 계약직을 시의적절하게 배치

하여 행정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최근 서울시 Vision 사업의 변화, 시민 수준의 향상 

및 시정부 예산 제약의 심화 등 다양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관을 일

반 행정직처럼 상시 운영하는 전문직위제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시 내외부에서 최적

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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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직위제를 통해 서울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첫째, 봉급 및 승진에서의 인센티브 미흡으로 외부 전문 인

력 유치 및 유지에 한계가 있다. 기본 공무원 연봉에서 전문직위 수당 최고 월 15만원

이 추가 지급 되는 봉급 수준과 대규모 조직 혹은 주무부서에 근무해야만 승진이 되는    

"인사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장기 근무는 승진에 오히려 불리한 구조

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전문성에 대한 평가체계 미흡과 일반 행정 업무 처리 역

량 미흡으로 전문관의 성과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고 오히려 전문관의 경우 조직 장악

력 및 실질적 권한 부족으로 성과 발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

히 관리직 전문관의 경우 필수 업무 영역인 일반 행정업무 처리 역량이 문제시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프로젝트에서는 서울시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도출

에 주력하였다. 다수 해외 선도도시의 인력 관리 사례를 참고하여 선도도시 대비 서울

시의 현재 역량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현행 순환보직 제도 및 근무평정 제

도 개편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2) 해외 선도 인력체계 사례 분석

전문직 중심의 "직위분류제"와 일반행정직 중심의 "계급제"를 채택한 해외 시정부

들은 모두 각 체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융합형으로 수렴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

다. 기본적으로 계급제 구조 하에 인력 전문성 강화를 꾀한 일본 지자체들이 서울시에 

가장 유효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벤치마킹 대상이라 판단하여 이에 대한 사례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일본 지자체는 2005년 고이즈미 정부의 강력한 행정 전문성 향상 기

조에 따라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전문성 강화 방안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일본 지자체는 전보 영역 제한 및 전보 제한 기간 연장을 통한 일반 행정직의 전문 행

정직화, 영역 및 직무 전문성을 주요 요소로 평가하는 승진 체계, 그리고 외부 전문가

의 내부 인원화를 통해 자체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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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2대 과제

하지만 전문직위제를 통해 서울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제

약이 존재하는 바 기존 체계에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극복이 

어려운 법적 제약사항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전문성 배양을 위해서 순환보직 제도 

및 근무평정 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3-1) 순환보직 제도 개편

현재 일반 행정직의 경우, 동일 직렬 내 모든 부서로 전보가 가능하며 전보제한 

주기는 2년이지만 일반 행정직의 전보 주기는 평균 1년 8개월로 더 짧은 실정이다. 따

라서 장기적으로 5급 이하 실무진의 전보 범위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 부서 및 담

당 직무 내로 제한하고(예. 5급 이하 일반 행정직의 경우 동일 직렬 내 유관부서 2~3개 

부서 내에서만 전보 가능하도록 제한) 전보제한 기간을 직무별 성장 경로에 따라 차별

화하여 3~5년 수준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단, 이를 현재 조직 내 구성원들이 배치

된 기준에 따라 도입할 경우 내부적으로 거친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

되는 세부 직무분류 및 직무 별 성장경로 개발 작업이 필요하므로 단기간 내 도입이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신규 채용하는 일반 행정직 및 전문관 직위

에 한해 개선된 전보 범위 및 전보 기간을 적용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5급 이하 실

무진의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2년으로 유지하되 적극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3년 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표12: 인력 유형별 전보 주기 및 영역]

3-2) 근무평정 제도 개편

순환보직 제도의 개편을 통해 전 인력을 대상으로 전보제한 주기 및 범위를 설정

하는 것이 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나 순환보직 제도의 개편만으로는 현재 

서울시 전문성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승진 이슈의 완벽한 해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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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문가 인터뷰, 문헌 검색

채용 분야 승진경로1

1 일반 행정직 출신 중 특정 영역/사업 내 전문성을 배양하지 못 하면 전문 행정직으로 승진하지 못 하고 일반 행정직으로 남는 경우가 있음
2 전문분야제 적용 인원의 경우, 실/국 내에서 전보 가능하며 타 실/국으로 1회 전보 가능하나추후 원 실/국으로 복직하여야함
3 기능직의 경우, 동일 직무(예. 운전, 워드)를 타 부서에서 수행할 경우 전보 가능
4 유관부서 2~3개 영역으로 지정하거나 14개의 실/국/본부 단위 별로 채용하고 전보 영역을 제한할 것은 제안(법적, 채용 시의 실무 처리 측면에서의실현 가능성 추가
검토에 기반해 단기 과제로 추진할 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지 최종 결정 필요) 

5급
이하

4급
이상

전보 주기

2~3년

주요 변화 영역

현행 개선안

2년

전보 영역

현행 개선안

▪ 동일 직렬 내 모든 부서
전보2 가능(예. 한강사업
본부평가담당관)

▪ 동일 직렬 내 모든 사업부
가능

1~2년평균
1.5년

▪ 동일 직렬 내 유관부서 내4에서만
전보 가능
– 단, 기획조정실 또는 행정국 중

1개 실/국은 필수 포함

▪ 전문영역 유관부서 외 타
부서 전보 제한3

3~5년평균
3.5년

▪ 전문영역 유관부서 외 타
부서 전보 제한

3~5년평균
3.5년

▪ N/A(개방형 직위제로
한시적 운영) 

3~5년N/A

전문직

Senior 
전문직

일반
행정직

행정, 
세무, 
전산 …

기술직
기능직
전문관

전문
행정직1

전문직

전문
행정직

일반행정직, 전문직 인력이 전문 행정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팀장이 아닌 사무관으로 업무
영역 전문성 가진 인력을 조직 내 유지

▪ 동일 직렬 내 모든 사업부 가능
– 단, 세무 등 특수 영역은해당

영역 출신자 우선 배정

전문
행정직1

▪ 담당 사업 영역 내 직무의 수평적
확장(예. 세제과  세무과) 외 타
부서로 전보 불가

▪ 담당 사업 영역 내 직무의 수직적/ 
수평적 확장 외 타 부서로 전보 불가
– 단, 기조실 또는 행정국중 1개

실/국 내 ~3년 근무 필수

▪ 담당 사업 영역 내 직무의 수평적
확장 외 타 부서로 전보 불가

순환보직제도개편

[장기 개선안] 실/국/본부 단위 혹은 유관 사업 영역 단위로 인력을 채용하고 전보를 제한
함으로써 업무 전문성을 배양할 것을 제안함

도표12

 현행 근무평정 체계 하에서는 개별 부서 내 고정 인원만이 최상위 근무평정 등

급을 부여 받으며,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을 위해서는 최상위 근무평정 등급 취득이 필

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 개개인이 최상위 근무평정 등급 취득을 위해 

보직 전환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며(예. 정원이 많은 부서 또는 주무 부서 등 최상

위 등급 취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서로 보직 전환)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기근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는 특정 분야 내 장기근속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근무평정 제도의 개선이 시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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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근무평정 누적 점수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 개별 부서 별로 부서원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근무평정 총점을 할당

 � 개별 부서 내에서는 총점 내에서 부서장 재량 으로 개별 부서원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를  배분

 � 개별 부서원의 연간 근무평정 점수는 누적되어 특정 기준치에 도달 시 승진 대상 

으로 고려됨

이러한 근무평정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별 부서원들에 대해 업무 수행 능력 및 전

문성에 부합하는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개별 부서원 입장에서는 근무평정 점수

가 누적되어 승진과 연계됨에 따라 승진을 위해 타 부서로 전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전문 분야 내 장기근속을 자발적으

로 유도하여 시 전반의 전문성 제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근무평정 등급 별 분포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규의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위한 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개별 부서의 격무 수준 또는 핵심 시정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해당 부서에 

할당되는 근무평정 총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볼 수도 있다. 

[도표13: 근무평정 누적 점수제 비교]

서울시는 지금까지 유래가 없는 고도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를 위해서 서울시 

인력의 우수한 전문성이 필수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

장이 앞으로도 지속되려면 고도화된 행정 수요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 전문성의 지속적인 함양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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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설명

차이점

장∙단점

근무평정제도 개편

장기 개선안 장기 개선안

자료: 전문가 인터뷰

1 2

부서원 1 = 100점

부서원 2 =   95점

부서원 10 = 40점

. . . 

A 등급

평균
85점

총
10명

x

부서원 1 = 100점

부서원 2 =   90점

부서원 8 = 70점

. . . 

B 등급

평균
75점

총
8명

x
. . .

부서원 1 = 100점

부서원 2 =   95점

부서원 10 = 40점

. . . 

부서 A

평균
80점

총
10명

x

부서원 1 = 100점

부서원 2 =   90점

부서원 8 = 70점

. . . 

부서 B

평균
80점

총
8명

x
. . .

vs.

▪ 부서장 재량으로 "수∙우∙양" 등급 대신 부서 근무평점 총점 내에서 점수 배분

▪ 연간 근무평정 점수 누적되어 특정 기준치(예. 400점) 도달 시 승진 대상

▪ 기존의 인사 관행 타파 및 자발적인 보직 개념의 정착 가능 예상

– 보직 전환 없이도 승진 가능하여 동일 분야 장기 근속 유도

▪ 격무 수준 및 핵심 시정사업 수행 여부에 따른
등급 지정1 및 근무평정 총점 할당

▪ 동일한 근무평점 총점 할당

▪ 기피 부서 및 주요 부서에 자발적 근무 유도 가능

▪ 내부 반발 해소 및 이견 조율에 상당 시간 소요

▪ 부서 간 형평성 문제 부재하여 반발이 적을 것

▪ 일부 기피 부서 인력 확보 어려움 예상

근무평정 누적 점수제 비교

1 직원 설문 및 시장단 의견 균등한 비중으로반영하여 등급 지정

도표13

상기 핵심 과제 수행을 통해 서울시가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

기를 기대한다.

6. 제언 PART 4: 재정건전성 개선

1) 서울시 재정 관련 주요 이슈

재정규모, 세입과 세출, 채무 측면에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재정환경을 분석한 결

과 서울시의 재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사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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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세입 확대의 필요성 증대이다. 서울시의 중장기 재정구조를 해외 선진도시(홍

콩, 도쿄, 싱가포르, 런던 및 뉴욕)의 GRDP(지역내총생산)변화에 따른 과거 세출예산 

증가율, 세출 분야별 변화를 통해 예측해 본 결과, 2025년까지 예산 규모의 양적 확대

와 함께 복지, 안전, 도로·교통 및 경제 등 분야의 질적 확대가 예상된다. 확대되는 세

출 규모의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모

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그 변동성은 증대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의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만기도래 지방채 차환발행을 하는 

등 향후 늘어나는 세출 요구에 따른 세입 부족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서울시 세입원의 약 61%(2012년 최종 예산, 순계 기준)가 시세 수입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 중 취득세 등의 시세 항목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한 세입구조에 

따라 세입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변동성을 적절하게 관리

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하다. 과거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 변동 및 정부 부동산정책 변

화에 따라 취득세의 결산이 예산보다 큰 편차가 발생한 경험(2006년 예산 대비 결산율 

126%)이 있으나, 이러한 시기에 발생한 잉여 재원의 적립 등을 통해 향후 재정 변동성

을 대비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 및 지방정부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

라도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13.12), 지방공기업 관련 종합 대책('13.12) 등 재정

위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2~2060 장기 재정전

망 및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12) 자료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21년부터 통

합 재정수지 적자 전환 후 2060년까지 적자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수

지 적자, 국가채무 누증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2년 

34.2% 수준에서 2060년 218.6%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역시 

과거 복지지출의 증가, 국가 보조사업의 확대,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높은 채무 증

가율 등 재정적 여건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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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향후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은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재정 리

스크 요인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적 준비로서 국내외 재

정준칙의 적용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도입

하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 10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채무가 3배 증가하는 과정에서, 2011년부

터 서울시는 본청 및 산하기관의 채무 감축을 시정 주요과제로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4년까지의 목표 채무에 대한 감축 실적의 사후관리 중심으로,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채무 관리 원칙에 따른 체계화된 대응체계라고 보기에는 어

렵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본청만을 대상으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부채 및 산하기관별 리스크를 관리하기에는 범위

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채무준칙에 따라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채무운영 목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분야와 리스크 관리 지표 및 관리 기준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서울시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서울시의 재정환경 및 재정관리 진단, 다수의 국내외 재정건전성 강화 사례 조사를 

통해 4가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개선과제 별 관련 법·제도, 프로세스, 시스템 

및 조직구조 측면의 세부 개선과제를 제안한다.  

[도표14: 서울시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2-1) 세입확대

 � 서울시 자체적인 세입 확대 방안

 — 현재 세입확대 방안 별 실행을 위한 제약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세외수입 분야의 증대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화장시설 사용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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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법·제도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영역

정책적 제언 세부 개선과제

세입확대

재정관리제도의 개선

1

재정 변동성
관리 방안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2

3

4

▪ 시세수입 증대
▪ 재원조달 방안

다양화

▪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 재정 변동성
관리를 위한 기금
도입에 따른 조례
개정

▪ 서울시 재정준칙
제도화

▪ 재정준칙 연계된
내부 제도 정비

▪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총괄관리 프로세스
강화 방안 수립

▪ 잉여재원 사용
절차(우선순위)수립

▪ 기금 재원조성 방안
수립

▪ 재정준칙 도입 방안
수립

▪ 시행단위, 적용 범위, 
재정운용 목표 등 마련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 서울시 전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수립
▪ 통합부채 및 산하기관

리스크 관리지표 마련

▪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선

▪ 추진조직 실행력
강화 체계 구축

▪ 기금 담당조직 결정

▪ 재정준칙 운영조직
결정

▪ 통합부채 및
산하기관 리스크
관리 운영조직 결정

도표14

수도 원인자 부담금 개선 사례와 같이 사용료가 원가에 미달하여 현실화가 필요 

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재정 사업단을 중심으로 세외수입 증대 

안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프로세스 및 조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 

외수입의 관리 주체인 재정사업단을 중심으로 Control Tower 기능 보완을 위해 

총괄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하며, 세외수입 담당자를 비롯해 시 내부 전반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기존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고려 가능한 

세외수입 증대 관련 인센티브 제도로는 예산성과금, 세입징수포상금, 시민 부담이 

없는 아이디어 발굴 공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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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한 세입 확대 방안

 — 확대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세외수입 증대 노력도 

필요하나, 지방 재정분권이 미약한 근본적 제약 하에서는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향후 부족한 재원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을 

함께 확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첫째,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 등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의 

건전 재정관리 의지와 복지지출 억제라는 전반적인 정책 기조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복지보조 사업의 규모와 종류를 확대하면서 실제 지방재정은 매년 복지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 사회복지비 비중 28%), 기초노령연금 지출 확대, 보육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복지분야 사업에 대해 

6%~50%까지 차등지원을 받음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차등지원을 받고 있는 현 사업에 대해 타 시·도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 부담금 등 

서울시 지역주민이 부담한 비용은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로 귀속되는 세입 비율이 적은 항목들에 대한 귀속비율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사례와 같이 장기간 요율이 변동하고 있지 않는 사례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2-2) 재정 변동성 관리 방안

서울시는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 미국은 46개 주에서 미래 재정 곤란을 대비한 'Rainy day fund'를 운용하고 있다. 

Rainy Day Fund는 경기 상황이 좋은 시기에 재원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경기침체기

에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여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으로 최근 적자 재정에 따라 부족재원의 조달방안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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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미국 사례와 같이 경기 호황 시 발생하는 잉여 재원의 일정 비율을 미래를 대비한 

재원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은 적립 재원은 우선적으로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신규 채무의 발행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적립방안은 조례화를 통한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적

정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적립방안으로는 총 세출 대비 세입결산 실적 초과시 일

정비율을 적립하는 방안 혹은 취득세 등 특정 시세 수입의 예산 대비 결산 실적 초과시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도표15: 재정변동성 관리방안의 적용]

예상세입

실질세입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의 변화

시간

경기 침체기 경기 호황기 경기 침체기

예산
규모

미래 재원 적립기존 채무 상환1 2

2

1

▪ 서울시 보유 채무 중 상환
가능한 채무를 우선 상환
– SOC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행한 모집공채
등 이자율이 높은
채무를 우선
상환(도시철도공채, 
국민주택기금 등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채무 제외)

▪ 신규 채무발행 여력 확보
– 서울시 채무준칙 도입에

따른 채무 총액 및 발행
한도 기준과 연계하여, 
향후 범위 내 채무 발행
여력을 확보

▪ 채무 상환 후 남는 재원은
향후 세입부족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기금 형태로
적립

▪ 준비사항
– 기금 도입방안 및

적립방안 설정
– 기금의 용도, 사용절차, 

사용한도 설정
– 관련 조례 제정/개정

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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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해외 주요 선진국의 지방정부는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재정

위기 방지를 위한 재정관리 노력으로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재정운용 목표로 설정하여 

헌법과 법률 등으로 법제화한 재정운영 정책, 즉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준칙

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운용 정책을 의미하며 수입, 지출, 재정

수지, 채무 등 구성요소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 및 재정건전화 효과, 운용편의성 등

이 다르게 나타난다. IMF에 따르면 2012년 3월 기준으로 76개국에서 준칙이 운용되고 

있으며, 국가 당 운용되는 준칙의 수는 평균 1.7개로 51개국에서 재정수지와 채무를 

구성요소로 결합하여 운용 중에 있다.

서울시는 향후 복지수요의 확대,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 등 경제적 환경의 변

화로 재정여건의 악화가 전망되므로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준비로

서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의 재정여건과의 적합성을 고려해 봤을 

때 재정수지와 채무를 구성요소로 하는 형태의 재정준칙의 도입을 권고한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예산편성지침, 지방채발행 승인제도, 지방재정 분석 등 재정관리제도를 통

한 중앙정부의 통제로 실질적인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재

정준칙의 실효성은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과 2010년 중앙정부 요구로 채무를 

집중 발행(2.6조원)하여 급증한 사례를 고려시, 서울시 자체적인 재정운용 원칙 수립을 

통한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재정준칙의 도입은 필요하다. 서울시 재정준칙

은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을 범위로 하는 통합부채와 서울시를 범위로 하는 재정수

지를 구성요소로 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재정준칙은 초기에는 내부 재정운영 규율 형식으로 운영하되, 재정준칙 구성요

소의 완성도와 운영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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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단계적 확대 운영을 권고한다. 채무의 가이드라인으로 서울시 본청의 채무발

행 한도로는 순계 기준 예산의 ~20%, 신규 채무의 발행 한도로는 순계 기준 예산 대

비 ~3%를 제시하였으며, 산하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통합부채 

관리지표 및 산하기관 개별 리스크 관리지표를 통한 목표 및 관리 기준을 설정 할 것을 

권고한다. 재정수지는 일반,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 순수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적용하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일정비율로 억제하는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통합재정수지의 운영주기는 

경기 변동시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다년제(예. 3년 단위)로 운영할 것

을 권고한다.

[도표16: 재정준칙 가이드라인]

재정수지채무

시행 단위

적용 범위

재정운용
목표

1

2

3

1 예산은 회계간 전출입을 제외한 순계 기준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포함, 채무는 지방채잔액, 채무부담행위 포함, 기금조성을 위한 채권발행액 제외(안전행정부
재정위기단체지정 지표 산식) 

2 해외 선진도시의 준칙 사례를 참고하여, 세입예산이 GRDP와 연계됨을 고려하여 제시함. 예산은 순계 기준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를포함하며(안전행정부
재정위기단체지정 지표 산식) 도시철도공채는예산과 채무에서 제외함

▪ 서울시 본청, 투자기관(5개), 출연기관(12개) ▪ 서울시 본청

▪ 부채관리 범위
– [1안] 직접적인 채무 위주 관리
– [2안] 복식부기에 따른 통합부채 관리+ 보증에

따른 우발부채 포함

▪ 적용 수지 기준
– 일반,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며, 

순수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 사용

▪ 서울시 본청 채무관리 가이드 라인
– 누적 채무총액 한도와 한 해 발행규모 한도를

관리
[총액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1 : 20%      
(순계 예산 20조원 기준 4조원 수준) [발행 기준] 
예산 대비 신규 채무비율2 : ~3%                    
(순계 예산 20조원 기준 4~6천억원 수준, 
도시철도공채 등 제외)

▪ 산하기관 채무관리 가이드 라인
– 통합부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통합부채

관리지표 도입
– 산하기관 개별 리스크

[SH] 이자보상비율(1.0), 영업수지비율(100%) 
[지하철] 영업수지비율(100%), 당좌비율(50%)

▪ 서울시 본청 재정수지 관리 가이드라인
– [운영 목표]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일정비율

이하 억제

* 서울시의 최근 5 개년 평균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6.7%, 최근 3 개년 평균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3%

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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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정관리제도의 개선

재정준칙과 재정운용 제도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연계 및 실효

성 강화를 위한 조직,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재정수지 목표와 

관련 채무 수준과 연계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의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본청

과 산하기관의 우발부채를 포함한 통합부채 및 산하기관의 개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제안한다. 현재 재정분야의 리스크 관리는 세입과 세출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나, '통합부채 리스크'와 '산하기관 리스크'를 추가 관리 함

으로써 부채증가 억제 및 산하기관의 재정악화로 인한 시 재정부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 대응하여야 한다. 통합부채 리스크는 '14년 상반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

시되는 신규 지표를 적용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산하기관 리스크는 시 재정에 미

치는 영향도를 고려, SH공사와 지하철 양공사에 대한 개별 지표 설계를 통해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각 관리지표별 관리 기준(주의, 경고 단계)에 따라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리스크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 산하기관 재

정위기 발생에 선행하여 리스크를 감지할 수 있었던 지표를 파악한 결과, SH공사는 이

자보상 비율과 영업수지 비율을 지하철 양공사는 영업수지 비율(감가상각비 제외 후 

현금 기준 영업수지)과 당좌비율을 산하기관 개별리스크 관리지표로 사용할 것을 권고

한다.

[도표17: 산하기관 개별 리스크지표 설계 가이드라인]

7. 맺음말

현재까지의 성공과, 향후 서울이 맞고 있는 도전적 환경을 감안할 때, 서울은 일류

도시로의 재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기로에 있다고 보여진다. 서울은 경제, 문화, 예술 

부문에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급속한 성공을 이룩하였지만 성장정체, 삶의 질 등 도

전적 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향후 경제성장의 축이 개도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2025년

까지 아시아에서 새로 출현하는 메가시티는 ~70개에 달해, 아시아 내 도시 간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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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영업수지 비율
2 도시철도공사는서울메트로에 비해 감가상각비가차지하는 비중이 높음(’12년 말 도시철도공사 26%, 서울메트로 16%) 등 회계상 영업수지비율 계산이 왜곡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현금수지 기준의 영업수지비율을사용함

리스크 지표 과거 지표 추이

SH공사

이자보상
비율

영업수지
비율1

0.3 0.5 1.3 1.0 1.0 1.3 -0.6 

112% 114% 115% 112% 112% 126% 75%

'06 '07 '08 '09 '10 '11 '12

96% 96% 101% 99% 103%

54% 24% 14% 23% 24%

86% 88% 85% 85% 92%

63% 71% 45% 28% 26%

서울
메트로

도시
철도
공사

영업수지
비율3

당좌비율

영업수지
비율2

당좌비율

지표 설명 리스크감지영역

▪ 이자비용 차감전 영업이익/총이자비용
– 유동성 경색으로 금융비용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 측정

▪ 영업수익/영업비용
– 장기미분양으로 자금 회수가 지연되어

자금 수지가 악화될 위험 측정

▪ 영업수익/영업비용
– 영업 적자가 악화될 위험 측정

▪ 당좌자산/유동부채
– 현금흐름 악화로 인해 단기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유동성 위험) 측정

▪ 영업수익/영업비용
– 영업 적자가 악화될 위험 측정

▪ 당좌자산/유동부채
– 현금흐름 악화로 인해 단기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유동성 위험) 측정

도표17

은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당면한 성장 정체 상황을 돌파하고, 아시아의 대표 도시, 나

아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및 관련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

다. 

첫째, 무엇보다도 시정부의 모든 임직원들은 미래 행정수요와 서울시의 경쟁력/차

별화 가능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영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모든 사업

을 내가 주도적으로 관리한다는 간부진의 마인드 변화도 필요하다. 간부 개개인이 상

세한 업무 영역까지 관리하기에는 서울시 시정 업무의 범위가 방대하다. 따라서 단기간 

내 효과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간부진이 핵심비전에 관련된 사업을 선별적으로 집

중 관리하고, 잔여 업무에 대해서는 각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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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성과 창출의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적 제약의 개선을 위한 노

력 또한 지속적으로 경주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인구 수 및 대한민국 내외의 위상 측면

에서도 타 시정부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거대 도시이자, 주요 거점이다. 타 자치정

부와의 차이점을 기반으로 조직 및 인사체계 개선의 굴레로 작용하는 법적 제약을 타

파하기 위한 중앙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마지막으로 서울시 임직원들께 변혁에 대한 개혁적인 마인드셋의 제고를 당

부 드린다. 시민 만족도 극대화, 핵심 사업에서의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라는 명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핵심 사업 집중, 업무 추진 과정에서 협업을 적극적으로 주도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개발하려는 직

원 개개인의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성장하는 도시, 살기 좋은 서울의 "시민"이 

될 것이다.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과감한 우선순위화, 단기간 내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는 조직과 인사체계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실 것을 시정부 임직원에게 당부

드린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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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타 지정 주제 

1. 출연기관 운영 개선		

1) 서울시 출연기관 운영 현황 및 주요 이슈  

서울시는 1982년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12개 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연, 자금 및 신용지원, 정책 연구 및 교육, 컨설팅 

등의 고유 행정 업무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서울시의 사업을 위탁 수행하도록 출

연기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 현 출연기관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검토한 결과 인력과 비용의 효

율성 및 성과 관리 기능의 3가지 이슈가 발견되었다.

1-1) 출연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출연기관의 고유 설립 취지와 달리 현재의 출연기관은 시 업무의 위탁 사업 중심

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연기관은 고유 사업 영역(예. 여성, 아동, 디자인 및 패션, 중소 기업 및 소상공

인 지원 사업 육성 등)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과 서울시청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

서비스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최근 출연기관을 이용하는 서울시의 예산은 이러한 고유 사업이 아닌, 

수시적으로 출연기관에 맡기는 위탁사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 현재는 위탁 

사업 관련 예산이 전체 출연기관 관련 사업비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표18: 연간 출연기관에 배분된 시 예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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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140
(50%)

138
(50%)

278

2013

146
(56%)

12

114
(44%)

2009 10 11

고유사업

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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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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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113
(43%)

1472

(57%) 

259 3.7%

-1.8%

9.2%

2009~2013, 십억 원, 퍼센트

연간 성장률

1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장학재단을 제외한 9개 출연기관
2 2012년 하반기 업무 재설계로 위탁 사업 중 일부가 타 기관으로 이전 되었으며, 그 중 산업통상진흥원의위탁 사업비가 1,030억에서 837억으로 감소함

자료: 각 출연기관 세입세출총괄예산,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 출연기관의
역할이 기관
고유의 사업
수행보다는 본청
사업의 위탁
수행 중심으로
변화해 옴

연간 출연기관1에 배분된 시 예산 추이

도표18

이는 출연기관의 역할이 기관 고유의 사업보다는 본청사업의 위탁 사업 중심으로 

변화해 왔다는 반증이며, 이로 인해 위탁 사업 지도 및 감독에 본청(위탁 사업 관련 24

개 소관부서, 36명)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등 본청 인력의 최적화된 운영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2) 출연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배분

사업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출연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 현재 설립 취지 및 전문성에 타당하지 않은 단순시설관리 업무나 단순 대행업무

가 출연기관의 사업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 사업 중복 및 예산낭

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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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의 전문성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 배분되는 이유는 크게 사업 부서의 

편의를 고려하여 출연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 해석 하는 경우(예. 각종 시설의 단순시

설관리, 보안 등의 업무)와, 위탁이 이뤄진 본래 취지와 달리 사업의 목적 혹은 출연기

관의 고유 사업영역이 변화하였음에도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예. 공예상 공모전 운영)

가 있다. 

1-3) 평가체계 실효성 강화

출연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 또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출연기관 성

과의 객관적 측정 및 성과 및 역량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평가 지표, 프로세

스 및 결과 관리 체계의 전반적 혁신이 요구된다. 

첫째, 현재의 출연기관 평가체계는 출연기관의 사업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

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업성과와 무관한 공통지표 비중이 높고(50%), 정성

지표가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 성과 측정에 위탁 사업 

평가는 제외되며 과거 성과 대비 105%만 달성해도 정량지표 만점을 받아 성과측정의 

변별력이 낮은 부분도 주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둘째, 평가 프로세스에 2년이란 시간이 소요되어 성과 측정 및 결과 반영까지의 

적시성이 떨어지며 평가 보고서 준비 등에 과도한 인력 및 시간이 투입되고 있다.   

[도표19: 출연기관 경영 평가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점수에 일정비율로 성과급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의 유일한 성과 

결과에 대한 조치이며, 이를 개선하여 개별 사업 단위에서도 성과가 나지 않는 사업에 

예산삭감, 사업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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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경영평가 프로세스

자료: 주요 출연기관 및 주무부서 인터뷰, 재정과 제출 자료

'12 3월 '13 1월 '13 4월 '13 9월 '13 말'12 6월

▪ 평가지표 초안작성
▪ 외부 전문가 자문
통한 지표 보완

▪ 기존 평가업체를
통한 지표 스크린
및 보완

▪ 기관 의견 수렴
▪ 경영평가위원회1에
서 평가지표 심의, 
확정

1 외부전문가 +10명, 본청 인력 5명으로 구성

4월 2012년
경영평가

보고서 제출

출연기관 평가업체시 본청

2012년
경영 평가
지표 수립

경영 평가(서면 및
현장평가 병행)실시

평가 결과
보고, 성과급
지급

평가
결과
공유

평가
업체
선정

평가
계획
수립

2012년 평가
보고서 준비

▪ 평가결과가 9월에
발표되어 개선 요구
사항 반영 기간 제약

▪ 전체 프로세스에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어
평가 프로세스의
적시성 낮음

▪ 지표 수립에
3~4개월소요되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 제약

평가에 총 2년이 소요되며 당해년도 성과와 실제 평가 시점간의 적시성이 떨어짐

도표19

2) 출연기관 운영 체계 수립 및 업무 배분안

12개 출연기관 중 우선적으로 검토 필요성이 높은 3개 기관(산업통상진흥원, 서울 

디자인재단, 서울 문화재단)에 대해 기존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출연기관 운영 체계 및 

업무 배분안을 수립하였다. 특히 우선적으로 검토한 3개의 기관은:

 � 서울시의 출연기관 관련 사업비의 70%를 차지하여 공히 서울시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 

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 위탁 사업비 비중이 각 60% 이상으로, 고유 영역에 대한 자성 없이 위탁 사업 수행 

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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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연기관 업무 재배분을 위한 기준 수립

업무 재배분을 위해 가장 먼저 3개 기관이 현재 수행 중인 87개 사업을 사업의 

민간 위탁(사업 주체), 고유 및 위탁 사업(사업 형태)으로 나누는 기준을 수립하였다. 

 � 시의 직접 민간 위탁이 가능한 영역의 파악: 구체적 사업 목표/KPI 존재하여 관리가 

용이하며, 잠재적인 공공성의 훼손 리스크가 낮고,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사업 영역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직접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을 수행하는 최적의 주체와 사업 형태 결정: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출연기관의 

설립 조례에 따라 고유 사업으로 인정 가능하며, 전문성(예. 내부 전문인력, 팀, 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및 관리 노하우)을 보유한 한편,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의 고유 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타 기관 이관을 고려하거나, 서울시의 정책 방향성이 

지속적, 안정적일 때까지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출연기관의 현행 사업 재배분

현재 산업통상진흥원, 서울 디자인재단 및 문화재단의 87개 사업을 상기 기준에 

따라 재분배한 결과, 10개의 위탁 사업이 고유 사업 전환이 필요하며 2개의 사업은 타 

기관으로, 3개의 사업은 민간 등에 사업의 기능 일부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 고유 사업 전환이 필요한 10개 사업:	산업통상진흥원 8개(BS산업활성화, 애니메이션 

센터, 지식 재산센터, 창조전문인력 양성, 녹색산업센터, 청년창업센터, 장년창업센터, 

꿈꾸는 청년가게), 서울 문화재단 2개(꿈꾸는 청년 예술 대학, 남산예술센터)

 —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보유: 산업통상진흥원은 지식재산 관리 관련 변리사 

등 전문인력 뿐 아니라 판촉 지원 관련 국내, 해외 마케팅 및 전시 컨벤션 팀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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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녹색산업센터, 애니메이션 센터 및 꿈꾸는 청년가게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고유사업화 할 것으로 평가됨

 — 고유 사업에 활용 가능한 외부 전문성의 독보적 네트워크:	산업통상진흥원은 교육, 

컨설팅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및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1,000명에 가까운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피 교육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음. 문화재단 또한 문화예술 외부 기관의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예. 자금지원 사업 전산화)을 보유하였음

 — 자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속 가능성:	고유 사업화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10개 

사업 모두 현재도 연간 사업 계획 수립을 출연기관이 수립하고 있거나, 유사 고유 

사업을 수행하여 자체 계획 수립 역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사업의 운영기간이 

5년 이상으로 지속성이 높거나, 시의 운영 목표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인정됨

 � 타 기관 이관이 필요한 2개 사업: 산업통상진흥원의 세계 유수 연구소 유치(현재 위탁 

사업), 공예상 공모전(현재 고유 사업)

 — 세계 유수 연구소 유치 사업: 단순 연구소 자금 지원 사업으로 기술 이전 및 사업 화 

등 고유 영역과 무관한 사업이며, 해외 연구소와의 네트워크,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대표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산업통상진흥원의 역량이 부재함

 — 공예상 공모전 사업: 패션,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영역으로 예전에 사업 

통상진흥원이 패션지원센터를 관리했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 관련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여 편의상 산업 통상진흥원에 배분 되었으며, 공예상 심사 역량 및 관련 공예 

단체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여 타 기관 이관이 필요함

 � 일부 혹은 전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3개 사업:	산업통상진흥원의 3개 사업(창동 

전시 판매장 사업은 창동 농협에 전부 위탁하며, 서울파트너스하우스, SETEC 운영 

사업은 단순시설 관리에 한해 민간에 서울시가 직접 위탁함) 단순시설 관리 업무를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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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연기관 업무 재배분으로 인한 기대효과 및 향후 운영 방향성

향후 출연기관은 고유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그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의 지도, 감독 방향성이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위탁 사업 중심

으로 출연기관을 운영하는 가운데 산재되어 있는 소관부서의 지도, 감독 기능을 출연

기관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청에 기대되는 효

과는 다음과 같다.  

 � 출연기관 사업관련 의사결정의 속도 및 효율성 개선:	현재 이원화(주무 - 소관부서) 된 

사업, 조직, 예산의 의사결정을 일체화

 � 행정 재산 관리의 비용 및 인력 효율성 제고 가능: 단순시설관리의 민간 직접 위탁을 

통해 위탁 수수료 비용 절감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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