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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계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법인의 매년도 사업운영비용 대비 연
도별 실제 수입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키로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재구조화 계약의 함의는 원본을 키우는 대신 적용될 수익률을 대폭 낮춤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점에 있다. 원본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 출자자의 기대이익
을 보상해주기 위한 재원을 신규로 투자받는 실질 때문이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시장금리
인하 이익을 정부가 전유하고 수요위험 및 금융위험이 정부에게 이전됨에 따라 요구수익률이 낮아
지기 때문이다.
재구조화 계약의 원본 확대 요소는 민간투자법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민간투자법은 건설비
를 금융(투자)의 원본으로 상정한 뒤 그에 일정한 수익률을 적용한 가액을 이용자 및 정부의 부담
으로 회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법이다. 그런데 재구조화는 건설비 이
외의 보상적 요소를 추가하여 원본을 재설정(reset)하기 때문에 ‘건설비 파이낸싱’ 체계인 민간투자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민간투자법은 정부에게 예외적인 금융을 허용하는 법으로 정부의
위험부담과 연결되므로 확장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한 정당화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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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Ⅰ. 글의 배경 및 내용
민간투자사업1)은 민간이 투자를 하고 정부가 재정지원 등 보조를 더하는 민관협
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말
한다2). 민간(건설단계에선 주로 건설 출자자들이, 운영단계에선 주로 은행, 보험,
연기금 등 장기자금 운용처를 필요로 하는 재무출자자들 또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인프라펀드가 참여한다3))이 특수목적법인(이하 ‘SPC’4))을 설립하여 고속
도로를 짓고 이용자들이 내는 통행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함을 기본으로 하되, 정
1)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 본문: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연구』(2015), 28면.: “대외적으로
사업시행법인(SPC)은 민간이 경영하는 단독기업 형태이며 정부는 사업시행법인의 대외적인 관계에
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사업시행법인과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건설보조금 지
급, 해지시지급금 보장, 토지수용권 부여 등과 같은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배후에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국적인 책임과 위험을 분담한다. 이는 상법상 익명조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상법 제79조 참조).”
3)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년도 민간투자 정책연구 보고서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
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2014), 83~107면.
4) 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반드시 SPC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은 없으나, 거의 대부분이 사업시행법인을 별도의 SPC로 설립하여 투자자금을 풀링(pooling)해서 사
업을 운영한다. 이하에서는 SPC라는 용어를 사업시행법인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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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5).
IMF 경제위기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자 초기 민간투자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 정부(주로 SPC 형태로 참여하는 민간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6)을 맺
는 상대방 당사자인 주무관청으로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7))는 실시협약상 약정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SPC에게 보장하는 이른
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제공하였다.8) 정
부는 이처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MRG 제도를 도입하고 종래의 「민간
투자유치 촉진법」을「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
다)으로 개편하는 등 민간의 자금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 12월 말
까지 총 699개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들 사업의 총투자비는 무려
106조원9)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MRG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10년여가 지나면서 MRG로 인한 재정 부담
이 커지자 이를 조정(축소)하려는 노력이 대대적으로 나타났다.10) MRG 부담이 커
진 원인이 모럴 해저드에 기한 수요의 과다추정에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11)
가 주된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MRG 조건을 철폐하고12) 2009년에는 신규 사업에 대한 MRG 제공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더 나아가 기존 사업의 MRG 조건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13) 이와
5) 이상훈, “민간투자법 제3조 제1항-“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에 대한 해석,” 『일감법학』제33
호(2016), 381면.
6)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4호: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
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8)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년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7), 85면.: 1999년 MRG가 도입되면서 대규모 민자사업이 가능해 지고 투자비가 큰 폭으로 증가.
9) 상게서, 81면, BTO사업이 73조 원 정도이며 사업건당 평균 3,300억 원 정도라고 함.
10) MRG가 폐지될 무렵 당시 MRG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 논의에 관하여는, 김성수, “민간투자사
업자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2008), 40면.; 김대인, “사회
기반시설을 위한 민간자본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2호(2009), 201면.
(이상 김대인,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2009), 118면에서 재인용).
11) 기획재정부,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및 공익처분 업무지침”(2016), 1면.
12) 길준규,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Ⅲ],” 『한국법제연구원』(2009), 93~94면.
13) 2016.2.1. 매일경제 “[TOPIC] 전국 곳곳서 잡음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수요 예측 실패로 지자
체 보조금 눈덩이”<http://vip.mk.co.kr/news/view/21/20/1367950.html:>.

114

은행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7. 11)

같이 기존 사업의 MRG조건을 없애거나 정부의 부담을 축소하는 형태의 사업 구조
조정을 위하여 기존의 계약(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것을 실무상 ‘재구조화(再構造
化)’, 공식용어로는 ‘사업 시행조건 조정’이라고 부른다.14)
무려 5조 4천억원의 재정 절감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하는 거가대로 사업의 ‘재구조
화’15)를 필두로 ‘재구조화’는 민자사업의 화두(話頭)처럼 되어16) 맥쿼리와 서울시
의 분쟁으로 유명해진 서울시 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 인천공항철도 사업, 만월산
터널 사업, 문학산 터널 사업, 대구범안로 사업 등에서 재구조화가 이루어졌고,17)
마창대교 사업,18) 광주 제2외곽순환 1구간 사업19), 김해경전철 사업의 재구조화도
최근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는 정부의 MRG로 인한 재정부담을 해결하는 ‘요
술방망이’처럼 인식되어 왔다. 재구조화를 다루는 논문들 역시 그 재정절감 효과를
소개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주안을 두어 왔다.20) 반면, 이러한 재구조화
실무의 법적 근거를 다루거나 분석하여 접근한 논문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
다.21) 이에 이 글은 재구조화를 법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려고 한다. 재구조화를
14)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년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79
면; 조혁종·남윤길·김형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특성과
효과분석,” 『국토연구』(2016), 56면.
15) 2013.9.13.자 경상남도의 공식블로그<http://gnfeel.blog.me/140197146352>
16) 이처럼 정부의 재정 절감 관점에선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사업자는 이에 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공익처분(민간투자법 제47조)의 방법도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위 각주 11
의 기획재정부 지침이 바로 그러한 배경 하에 제정된 것이다.
17) 조혁종 외, 전게 논문, 57면; 이재오·황택진·강정규, “민간투자법상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최소비
용지원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제65권(2014), 298면.
18) 2017.1.2. 경남일보<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1947:>
19) 2016.12.28.광주일보<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828508005941450 04;>
20) 박용석․이승우, “민간투자사업의 재원 조달 원활화 방안,” 『건설이슈포커스』(2014), 25면.; 김연
규·강지연, “민자철도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지원 절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
구원, 수시연구보고서』(2013), 35면.; 황보연․손의영, “서울시 도시철도 등 민자사업의 개선방안 연
구- 위험분담형 비용보전방식 민자사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2호
(2015), 223-228면.; 조혁종 외, 앞의 글, 58-59면; 이재오 외, 앞의 글, 297-300면; 오재록‧박치성‧윤향미,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관리 사례연구–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
보』제30권 제1호(2016), 9면.; 전찬영, “항만민간투자사업의 쟁점과 사업 재구조화 방안,” 『계간
해양수산』제3권 제1호(2013), 58면.
21) 다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작성된 보고서들에서는 이 쟁점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글에서 주장하는 필자의 논지와 같은 취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
센터, 『2014년도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
토』(2015), 38면 이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마산항 개발 (1-1단계) 민간투자사업 사
업 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2015), 4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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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재구조화 계약이 종전 계약(실시협약) 당사자 권리의무
의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바꾸었기에 종전과 다른 경제적 효과(재정부담 절감)가 발
생한 것인지가 핵심일 것이며, 이는 법률과 금융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자신의 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고, 정부가
부여한 관리운영권에 기반하여 투하한 자본을 당해 사업 즉 ‘프로젝트’에서의 현금흐
름을 통해 회수해 가는 것이다.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이 핵심인 것이다.22)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투자해야 할 사회기반시설에 106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부의 투자를 대체하였다는 평가23)에서 잘 드러난다.
정부가 계약(실시협약)의 조건을 조정하여 재정을 절감하였다면 상대방인 민간에
게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어떠한 형태로든 지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대
가 부담은 통상 금융계약에서는 비용(원금 또는 이자) 또는 리스크를 더 부담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법적 관점에선 정부의 대가 지급 내용이 무엇이며 계약의 어떠한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 것인 지라는 계약법‧거래법적인 관점이 재구조
화 계약에 대한 1차적인 관심대상이다. 나아가 민자사업은 민간투자법의 규율을 받
기 때문에, 그러한 재구조화 계약에서의 정부의 부담행위(정부의 MRG 재정부담을
줄이는 대신 반대급부로 제공하였을 새로운 부담행위를 말한다)가 민간투자법에 부
합하는 적법한 활동인 지라는 공법적 관점의 접근도 필요하다. 요약하면, 재구조화
계약에 대한 법적인 분석은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적 성격과 재구조화의 실질(금융
구조조정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한 계약법적 접근과, 계약의 실질에 내포되어 있는
정부의 새로운 부담행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그것이 민간투자법에 부합하는 지
를 살펴보는 공법적 접근을 아우르는 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글의 검토 대상이다.

22) 민간투자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금융이라는 것으로, 김재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스 현황과 과제,”『BFL』 제37호(2009), 1~2면.
23)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17),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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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계약의 개념
1. 재구조화의 개념 – 비용보전 방식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계약은 재정절감에의 효용과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이 확
산되었고 기획재정부는 마침내 재구조화 계약 실무를 ‘사업 시행조건 조정’이라는 이
름으로 제도화하기에 이른다.2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25) 제33조
의 3이 그것인데 동 조항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
경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알 수 있
듯이 ‘조정’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상호 합의에 맡기는 형
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주요 9개26)의 재구조화 사
업들은

모두

‘비용보전

방식’(실무상

이른바

MCC

즉

Minimum

Cost

Compensation 방식으로 불리운다)으로 이루어졌다.27)28) 그러한 연유로 실무상
아직까지는 ‘재구조화’ 또는 ‘사업 시행조건 조정’이라고 하면 비용보전 방식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9).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에서도 재구조화를 비용보전
방식과 동의어로 사용하여 검토한다.

24) 상게서, 79면.
25) 민간투자법은 제7조 제1항 및 제8조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방향은 물론, 투자범위 및 방법과 조
건, 관리운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기본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형태로 공고되는 기본계획은 민간투자사업 제도 운용 및 개별 실무상 핵심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이상훈·박경애, “민간투자사업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금융법연구』제
13권 제3호(2016), 243면.
26) 거가대로, 용인경전철, 마산항, 인천국제공항철도, 범물-안심간 도로, 인천 원적산 터널, 인천 만월산
터널, 인천 문학산 터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등을 가리키며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7) 각주11, 3면.
28) 각주11, 3면, 비용보전 방식 이외의 대안적 방식도 소개되어 있다.
29) 각주11, 3면 및 이재오 외, 앞의 글에서도 사업재구조화와 비용보전방식을 동의어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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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구조화 계약의 실질
재구조화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하여는, ①표준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라는 설명30)
또는 ②“BTO 사업체계를 유지하되 실제 운영수입에 근거하여 재협의된 예상운영수
입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사업운영비(사업운영비는 관리운영권 가치(차입금 잔액,
주식가치, 자재조달비용) 상각액,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수익금, 관리운영비, 제
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됨)를 주무관청이 보장해주는 방식”이라는 설명31), 또는 ③“주
무관청이 수요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통행료(사용료) 결정권을 가지며, 민간사업 시
행법인의 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관리운영권가치의 원리금 및 운영비)에 미달할 경
우 주무관청이 그 미달분을 사업시행법인에 보조해주고 운영수입이 그 사업운영비
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주무관청이 회수하는 구조”라는 설명32)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설명들은 모두 실제 사례인 비용보전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시된
것들로, 재구조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표현방식에 약간
의 차이는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법인의 매년 실제 운영수입이 매년 사
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그 미달 분을 보조하는 방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종래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 방식에서는 SPC가 벌어들이는 매출의
일정부분을 보장하던 것을, SPC가 투자자들에게 갚는데 소요될 비용과 운영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이다. 통상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는
점에서 보듯이 매출은 비용보다 크게 마련인바, 매출 보장을 비용 보장으로 바꾸면
보장의 대상이 줄어들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에 기반한다.33)
정리하면, 재구조화 계약은 ‘MRG가 제공되던 기존의 실시협약을, 매년 정부가 일
정한 사업운영비를 보장해 주는 형태로 변경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34)
따라서 정부가 보장하기로 새로 약속할 ‘사업운영비’를 얼마로 책정할지가 재구조화

30)
31)
32)
33)

상게 두 곳 각, 3면 및, 299면.
김연규 외, 전게 논문, 31-32면.
조혁종 외, 전게 논문, 60면.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정부가 회수하는 조항도 통상 포
함은 시키지만, 정부가 이처럼 초과수익을 회수해갈만큼 매출이 증가할 확률이 실제로 높다고 예상
하거나,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본래 재구조화 계약의 추진 동인은 아니다.
34) 최근 들어서는 MRG부담 완화만이 아니라 통행료 인하 민원 등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통행료 인하
목적의 재구조화도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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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핵심이 된다. 여기서 사업운영비란 민간투자사업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다음
과 같은 산식으로 표현된다.

[표 1] 사업운영비의 산정식35)

* 사업운영비 = 관리운영권가치의 원리금상환액 + 운영비(제세공과금 포함)

위 산식에서 보듯이 사업운영비는 관리운영권가치의 원리금상환액과 운영비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 위 두 요소 중 ‘관리운영권가치의 원리금상환액’은 관리운영권
가치의 원금 부분과 거기에 일정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수익(이자)의, 두 가
지 요소이다. 민간투자자(사업시행법인)가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민
간투자법은 관리운영권이라고 관념화하는데(법 제26~27조) 관리운영권 가치의 원
금이란 민간사업자가 해당 민자 시설을 짓기 위해 투하한 자본(이를 총민간사업비
라 한다)의 원금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이 금액을 민간이 선투자하고 이용자(일
반 시민 또는 정부)가 20~30년간 납부하는 시설 사용료를 통해 이 돈을 회수해가
는 금융 구조가 핵심이다.36)
사업시행법인(SPC)의 입장에선 이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수입을 투자자들에 대
한 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이 상환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는 돈을 SPC의
관점에서 ‘사업비’로 관념화한 것이다. 이처럼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분이
‘관리운영권가치의 원리금 상환액’ 부분이라면, 그것을 회수하는 동안 발생하는 운영
비 역시 SPC로선 회수해야 할 비용 항목이 된다. 정리하면 사업운영비란 투자자들
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SPC의 원리금 상환액 및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비를 의미한
다.
이를 토대로 재구조화 계약의 개념을 다시 풀어 쓴다면 ‘①관리운영권가치의 원금
과 그에 적용될 이자, 운영비를 기존 협약과 달리 재설정, 즉 매 년도 SPC의 사업운
영비용을 새로 산출하여 협약에 정해두고, ②SPC의 연도별 실제 수입이 위 ①보다
35)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년도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
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16면.
36) 총민간사업비가 시설물 공사에 투하된 건설비를 의미하며 이것을 금융의 원본으로 한다는 점에 대
하여는, 이상훈·박경애, “민간투자사업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새로운 유형(투자위험분담형)
의 분석 및 비교,”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제75호(2016.7), 69~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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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경우 그 부족한 차액을 정부가 보전키로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보듯이, SPC의 입장에선 투자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금융원리금과 운영비용은 실제 사업의 수입과 상관없이 항상 정부로부터 보장받
음으로써 손실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골자이다. SPC는 종전의 MRG처럼 높은 수
준의 매출을 보장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익을 볼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적어도 손
실은 보지 않도록(비용은 모두 보전되도록)함으로써 손실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
하는 형태의 구조조정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Ⅲ. 재구조화 계약의 재정절감 메커니즘과 특징
1. 재구조화 계약의 개념요소와 재정절감 메커니즘
재구조화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① 관리운영권가치의 원금 ② 그에 적용될 이자
율(수익률) ③ 운영비를 통해 파악된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들 세 가지
개념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재정절감이 달성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본다.

(1) 관리운영권가치
재구조화 계약은 통상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손바꿈(SPC가 발행한 주식
에 대한 양수도 M&A)을 수반한다.37) 이처럼 기존 출자자가 탈퇴하고 새로운 출자
자가 진입하면서 주식과 대출 전부가 교체되는 대대적인 투자자 계정의 변경(이를
민자사업 실무상 ‘자금재조달(refinancing)’38)이라고 한다)이 발생한다. 재구조화
계약은 과거에 비해 금리가 낮아진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금리 인하 이
익을 재원 삼아 사업에 적용될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재정부담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
37)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14년도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
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31면.
38) 기본계획 제27조. 이러한 자금재조달(refinancing)은 민자사업 뿐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일반적
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Wood, Philip R., "Project Finance, Securitisations, Subordinated Debt",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 Series vol. 5, Sweet & Maxwell, 2007, p.19의 refinancing 용어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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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므로 거의 예외없이 대대적인 대출의 변경 즉 자금재조달을 수반한다.39)
이러한 이유로 재구조화 계약은 통상 투자자들 즉 주주 및 대주(lender)의 대거 교
체와 병행하여 이루어져 왔다40).
이러한 투자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기존 투자자는 자신이 계속 사업에 남아 있었
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 이상을 보장받기를 원할 것이다. 반대로 신규 투자자로
선 사업권을 얻으려 이 돈을 대가로 지불하려 할 것이다. 이때 기존 투자자가 기대
하는 몫은 자신이 시설물을 짓는데 투하한 자본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상환 잔액
과 그에 대하여 남은 기간의 약정 수익률(과 현재의 시장금리의 차이만큼)이 적용된
이자 상당액일 것이다. 주무관청의 입장에선, 그 미상환 잔액을 기존 투자자에게 반
환해야 함은 물론, 기존의 출자자가 향후 벌어들일 회수금(남은 기간 동안 수익률을
적용해서 받아갈 이자 상당액)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면 그에 대한 보상액(반드시 미
래의 기대수익 전액과 동일한 금액은 아니더라도)을 지급해 줄 현실적인 필요가 있
다.41) 이 금액은 해지시지급금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바, 주무관청 자신의
계산으로 이를 지불하면 간단하지만, 그러려면 당장의 현금부담이 문제될 뿐 아니
라,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자 재선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재구
조화 계약은 이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즉 SPC와의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SPC에 대한 신규 출자자가 이 돈을
기존 출자자에게 대신 지불토록 하는 출자자 레벨의 주식양수도 M&A 형태로 구성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SPC와의 계약 해지 문제도 없으며, 정부가 직접 현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도 없다. 다만 이때 출자자간에 수수된 금액에 대한 종
국적인 상환책임을 정부의 법적 의무로 연결시켜한다. 신규 출자자로선 정부의 신용
을 믿고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을 정부의 계약상 의무로 만드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 방법은 정부의 계약 즉 실시협약의 반대편 당사자인 SPC의 권리로 이를
편입시키는 것이다.
39) 사업 시행조건 조정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도 통상 자금재조달이 수반됨을
고려한 것이다, 기본계획 제27조 제1항 제3호 다목,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자금재조
달 세부요령 연구』(2015), 84면.
40) 비용보전 방식의 9개 사업은 모두 출자자 교체형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11, 3면.
41) 실시협약의 공법적 요소를 중시하여 이러한 경우 정부는 미래의 기대이익 포기분에 대하여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로, 김대인,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효력 – 변경 및 해지가능성과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제17호(2015.4), 659, 671면. 이 글이 이 견해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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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신규 출자자의 지불가액 상당액을 종래의 민간투자비 자리에 대입하여 이
를 SPC의 권리금액인 관리운영권 가액으로 재설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주무
관청의 입장에선 시장 금리가 현저히 낮아진 것을 계기로, 기존의 투자자를 내보내
고 그 내보내는데 소요되는 보상금액을 기존 민간투자자의 파이낸싱 원본가액(건설
비 원리금 미회수 잔액)에 가산하여 재설정하는 것이다. 낮아진 시장금리를 배경으
로 대출금을 모두 교체하는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단행함으로써 원본 확대에
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환 부담은 낮추도록 금융구조를 변경한다. 이것이 재구조화
거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42)
낮아진 시장금리 뿐 아니라 정부가 수요위험과 금융위험 등 각종 리스크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자금재조달 금리는 더욱 낮아진다. 신규 출자자 입장에선, 자신이
사업권을 얻기 위해 기존 출자자에게 지불한 M&A 대금 상당이 사업권 즉 관리운영
권 가액이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법인(SPC)의 입장에선 자신의 장부에 (거의 유일
한)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관리운영권 가액이 종전에는 건설비였는데, 이제 신규
출자자가 등장함에 따라 신규출자자에게 정부가 보장하기로 한 새로운 금액으로 증
액, 재설정됨을 뜻한다.43)
이상에서 보듯이 재구조화는 그 본질상 신‧구출자자간의 사업권매매 가액(=주식
양수도 가액)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실제 실무상 양수도 가액이 얼마
인지가 주무관청에게 공개되지는 않는다. 재구조화 협상의 핵심은 정부가 이 금액을
실시협약 상 얼마로 인정해 줄 것인지, 민간사업자(신규 출자자)의 입장에선 정부로
부터 이 금액을 얼마로 인정받을 지라고 할 수 있다. 거래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평
가하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재구조화 거래의 정당성을 평가할 경우 관리
운영권 가치의 원금 가액의 적정성은 기존 출자자가 남아 있었더라면 얻을 수 있으
리라고 생각되는 수익을 보장하는 개념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44)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재구조화 계약이란, 금리 인하를 배경으로 민간사업자
42) 동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14년도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
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33~37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마산항 개발
(1-1단계)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42~47면.
43) 동지, 상게 두 글, 각 37면 및 44면.
44) 동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년도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111면: “사업권가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시점을 기준으
로 기존투자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권의 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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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요구수익률을 낮추고 그 이익을 정부가 전유하여 정부의 재정을 절감하는 것을
주된 동인(動因)으로 하는 거래로서, 이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자 및 투자조건 변경
이 일어나고 이 때 신구 투자자간의 손바꿈에 수수되어야 할 적정한 사업권 가액을
민간투자사업의 파이낸싱 원본으로 재설정(reset)하고, 그에 대한 민자사업의 금융
조건을 변경하는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가 기존 사업자를 내보내고(해지시
지급금 지급) 새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새로이 투자금을 받는 거래의 실질을 담고 있
지만,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자(SPC)는 그대로 둔 채 출자자만 교체하는 방
식, 즉 신규 출자자로부터 기존 출자자로 그 사업권 매각 상당의 금액이 지급되고
그 금액 상당은 SPC의 장부상 자산(관리운영권)을 재설정(사업 시행조건의 조정
및 그에 따른 자산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SPC의 장부에 계상(종전의 자산가액 즉
관리운영권 가액을 증액)함으로써 정부의 법적 의무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재구조화 계약에서 재설정(reset)되는 ‘관리운영권가치’의 메커니즘이다.45)

(2) 관리운영권가치에 적용될 수익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민자 파이낸싱의 원본이 재설정되었으므로 그에 적용
될 수익률도 재설정된다는 점 역시 위 (1)항에 언급한 바와 같다. 특히 재구조화 거
래의 동인(動因)은 사업초기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진 금리로 인한 금융이익을 재원
삼아 재정을 절감한다는 데에 있으므로46) 원본의 재설정과 더불어 수익률 재설정
(인하)은 필수이다.
신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진입할 시점의 금리가 요구수익률이므로, 사업
초기에 높은 금리를 기초로 설정된 당초의 협약 수익률에 비하여 그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도록 재설정되더라도 불만이 없다. 특히 재구조화에선 정부가 수요위험과 금
융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신규 출자자의 요구수익률은 더 낮아진다. 바로 이 수익률
45) 이처럼 전체적인 금융의 구조와 계약의 실질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무상 실시협약상 총민
간사업비 항목의 금액을 고쳐 쓰지는 않는다. 금융원본을 명시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IV.항) 법위반 요소가 있어 그러한 외관을 공식화하는 것이 실무상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법 요소를 제거한 뒤 형식과 실질이 부합하도록 실시협약상
금액도 고쳐쓰는 실무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시협약에는 총사업비를 명시해야 한다(민간
투자법 제13조 제3항, 기본계획 제83조).
46)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년도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
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37면.

이상훈 /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계약 - 금융원본(元本) 확대 실질과 문제점

123

차이를 정부가 전유(專有)하려는 것이 재구조화의 주된 동인이자 재정절감 달성의
주된 메커니즘이다.
적용할 이자율은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50%에 대하여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7) 과거
재구조화가 추진된 사업들의 평균 이자율 수준은 BTL 사업 수익률보다는 다소 높
은 수준으로 4% 후반 또는 5% 초반에서 형성되었었고, 최근 들어서는 더 낮아지고
있다.48) 이는 시장금리의 동향과 밀접하게 연동된다.49) 이처럼 시장금리와 밀접하
게 연동되면서 그에 일정한 스프레드가 더해지는 구조라는 점은, 재구조화단계의 투
자가 사실상 대출투자에 가까워지는 것으로서50) 실질적인 사업리스크는 정부에게
이전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신용도에 근접하게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
이 재정절감의 주된 원인-그것은 동시에 사업의 주요 위험 또한 정부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임을 알 수 있다.

(3) 운영비
재구조화는 운영비 재설정이 병행된다. 특히 실제 수요가 협약 수요에 현저히 미
달하고 타 유사 민자사업 사례 또는 재정사업 사례와 비교 시 운영비의 차이가 클
경우 주무관청 입장에선 운영비의 재설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47) 투자수익률은 대부분 고정수익률과 변동수익률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조혁종 외, 전게
논문, 66면.
48) 상게논문, 66면에 따르면, 2012년의 재구조화사업은 5% 후반, 2013~2104년도는 4% 중후반, 2015년도
에는 3%대의 수익률로 체결되었다.
49) 상게논문, 66면: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대비 약 1.3~2.28%의 스프레드 차이를 보인다.
50) 본래 BTO 민간투자사업은 매출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이처럼 단순한 대출행
위에서와 같은 안정적인 소득(fixed income)을 기대하는 것은 본래 투자성격에는 맞지 않다. 그러나
재구조화 사업에 뛰어드는 거래 참여자들은 주로 은행, 연기금, 보험사 등 수십년간 장기 자금을 안
정적으로 운용하길 원하는 기관투자자들이다. 이들은 금융기관 특성상 재구조화 단계에서의 사업
리스크가 사실상 금융투자, 대출투자에 유사한 안정적인 성격이길 원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
의 확실한 보장, 그리고 실질적인 자기자본 성격을 갖는 후순위대출금 또는 주식과 채권을 풀링
(pooling)하는 펀드 활용 등에 의한 지분투자와 채권투자의 병행 실질에 의하여 가능해진다. 이에 따
라 실물투자인 민자사업 투자가 운영단계에 접어들어서는 금융투자 내지 대출투자에 근접하는 실질
로 변모해가는 것이 최근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의 모습이다. 이에 관하여는, 한국
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년도 민간투자 정책연구 보고서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
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219면.; 이상훈, “민간투자사업 후순위차입 계약의 성질과 ‘고율의
이자,” 『상사법연구』제34권 제4호(2016),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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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구조화 계약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토대로 재구조화 계약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51)

(1) 특징1(사업시행법인: 위험부담의 이전)
사업시행법인 수준에서는 종래의 BTO 구조에 비용보전 요소를 가미하여 위험도
를 낮추고 정부측으로 이를 이전하며, 그 대신 사업수익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
는 사업 시행조건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비용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수입이
그것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것은, 사업시행법인의 입장에선 수입이
비용에도 못 미침으로 인한 손실 발생 리스크, 이른바 수요위험을 제거함을 뜻한
다.52) 또한 그 비용의 개념에 금융 원리금 상환액이 포함된다는 것이므로 원본 증
가 및 그에 적용될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금융 위험도 사업자로부터 정부로 이전
됨을 뜻한다. 그러한 위험이전의 대가로 정부는 통행료 결정권도 갖는 것이 실무이
다. 결국 금리 인하 이익과 통행료 결정권은 정부가 가져오지만 그 대가로 수요위험
과 금융위험이 정부에게 이전됨으로써 민간의 요구수익률을 낮춘다. 정부의 재정절
감이 달성되는 메커니즘이 여기에 있으며, 정부의 재정절감이 공짜가 아니라 상당한
리스크 부담을 대가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특징2(투자자: 투자자 교체 및 ‘사업권매매’, 관리운영권의 재설정)
사업시행법인의 신·구 출자자들 간의 손바꿈이 일어나고, 신규 출자자가 기존 출
자자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다. 신규투자자가 지불할 대가 상당액을 ‘사업권 가치’
또는 ‘관리운영권 가치’ 등의 명목으로 피지배법인인 사업시행법인의 장부에 자산으
로 계상함으로써, 이를 종래 민간투자법상의 ‘관리운영권’ 가액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51) 동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년도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32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마산항 개발
(1-1단계)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42면.
52) 수요위험은 MRG가 제공되던 종전의 계약에서도 정부에게 이전되어 있던 것이므로, MRG 사업을 재
구조화하는 경우에는 정부에게 새로이 수요위험이 이전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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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구조화 계약의 법적 쟁점 및 검토
상기와 같은 재구조화의 내용 및 특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제기된다.

1. 법적 쟁점
관리운영권 가치 구조는 주주간 거래비용 상당액을 민간투자법상의 관리운영권
가액의 자리에 놓고, 정부가 이를 보장해주는 거래구조라 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
은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53)

(1) 정부부담의 적법성
건설(Build)에 사용된 비용을 초과하여 민간인들 사이의 M&A비용(프리미엄 등)
이 포함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경제적 실질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2) 금융원본 확대의 적법성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M&A비용(프리미엄 등)을 재
정의 방법이 아닌 민간투자법을 활용하여 조달(파이낸싱)하는 것이 허용되는 지 문
제된다. 민간으로부터 금융을 얻어 이를 사용료 또는 재정으로 이연 분납하는 파이
낸싱 방법이 민간투자법의 핵심요소인데, 이러한 민간투자법을 통한 파이낸싱의 대
상 원본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3) 사업자지정 처분･계약 변경의 허용성
출자자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사업의 구조를 변경하는데 기존의 민자사업 인가를
53) 동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년도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34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마산항 개발
(1-1단계)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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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줄 당시의 사업자선정 및 사업지정이라는 행정처분 및 계약54)의 핵심적인 부분을
법적 근거 없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55)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업기간
중 사업자지정 처분 또는 실시협약의 핵심조건 변경의 허용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이는 EU의 특허지침이 낙찰자의 변경 없이 특허계약을 변
경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자세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56)과 대비된다.

(4) 사업방식의 적법성
민간투자법은 민자사업의 유형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법 제4조), 재구조화
는 법상 허용된 방식인 BTO방식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즉 기존의 BTO사업방식에
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수요위험 및 금융위험)과 권한(통행료 결정권)을
정부측으로 이전하고, 투자의 원본도 건설비가 아닌 M&A 비용 상당의 사업권 매매
가액으로 재설정함으로써 민자사업을 통해 회수해가는 대상(=민사사업의 본질적
대상)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 리스크의 본질적 내용과 투자의 대상, 그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내용이 중대하게 바뀌기 때문에 과연 여전히 종전의 법정 방식
의 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BTO57)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
을 지어 정부에게 소유권을 넘긴 뒤 관리운영권이라는 독립된 물권적 이용권을 부여
받아58) 자신의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해가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정부에 대한 리스
크 및 권리의 이전, 시설물 투자금을 초과하는 M&A 투자 및 그 회수라는 요소는
기존의 BTO개념과 충돌을 야기하는 면이 있다. 만약 기존의 법정 방식인 BTO개념
을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평가된다면 위법성 이슈가 생김은 물론이다.59) 현행 민간
투자법60)은 조문 구조상 사업방식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54)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은 “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때의 ‘사업자 지정’은 강학상 행정행위이며 실시협약이라는 공법
상 계약과 일체 또는 병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다, 황호동‧황학천‧김길홍,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이해,” 『BFL』 37호(2009.9), 43면.; 김대인, 전게 “민간
투자법상 실시협약의 효력 – 변경 및 해지가능성과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662면 외.
55) 합의에 의한 변경가능성을 인정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공익처분 등 행정처분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대인, 전게 논문, 659면 이하.
56) 김대인, 상게 논문, 645면.
57)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58) 민간투자법 제26~28조.
59) 동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14년도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
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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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쟁점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하나의 모습에서 파생되는 쟁점인바,
그 중 핵심은 (2)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지면관계상 (2)의 점에 국한하여 검토
한다.

2. 금융원본 확대의 문제: 관리운영권 가치 구조의 적법성 문제
(1) 문제의 소재
기존의 사업시행법인의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인 관리운영권 가액의 자리에, 재
구조화를 통해 새로이 설절된 ‘관리운영권 가치’라는 개념이 오게 될 경우, 민간의
투자원본 잔액을 넘어 미래의 기대수익 즉 프리미엄이 가산된 금액이 민간투자법을
통해 조달되는 효과가 생김은 전술한 바와 같다. 민간투자법은 아래 (2)항에서 보듯
이 민간사업비를 파이낸싱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을 민
간투자법을 이용하여 조달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2) 민간투자법의 본질과 민자 파이낸싱의 금융 원본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61)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
업이란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하며(제2조 제5호), 사
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증설‧개량‧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민간투자법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증설‧개량‧운영을 자신의 투자로 진행
하는 사업추진 방식에 관한 법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으로부터 설계, 건설, 금융, 운영의 4가지 요소(DBFO;
Design, Build, Finance, Operate)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일컬어진다.62) 본래 정
부가 수행하던 위 4가지 기능을 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체성

60)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61) 민간투자법 제1조
62) 김재형, 전게논문,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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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면서 다만 그 기능들을 부분적으로 떼어서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
법에 의하게 된다. 그러던 것을 민간사업자(SPC)에게 사업주체성을 부여하여 그 계
산과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일괄하여 맡기는 것이 민간투자사업(BTO)의 요체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4가지 요소 중 핵심은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63) 재정사
업으로 도로를 짓더라도 설계와 건설, 운영은 정부가 외주를 주거나 공기업을 활용
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 왔다. 그러므로 정부가
MRG라는 강력한 보장까지 제공하면서 재정사업 방식 대신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예산, 즉 돈이 부족하다는 점, 그래서 민간
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 다시 말하면 금융의 속성을 논외로 하고는 설명이 어렵
다. 실제 민자사업이 날로 중요해 지는 이유도 정부의 투자재원 부족이 첫 번째 이
유로 일컬어진다.64)
재정사업의 경우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재원의 충당이 이루어지는 반면, 민간
투자사업(BTO)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낸 이용료로
충당됨이 원칙이고(수익자부담원칙)65) 부족할 경우 정부의 보전이 보태어진다. 결
국 민간투자법의 핵심 또는 정부 입장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동인(動因)은 정
부에게 그 예산 능력을 초과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 능력을 부여한다는
점에 있고 이것은 비유를 든다면 정부에게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
용한도를 새로 개설해 주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66)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
직이는 것이 원칙이고 부족하면 세금 또는 국공채 등 법에 정해진 기채 방식에 의하
여 재원을 마련토록 되어 있다.67) 따라서 그에 의하지 않고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새로 신용한도를 창출해주는 민간투자법의 이러한 기능은 정부 예
산 및 기채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원칙

63) 상게논문, 같은 곳.
64)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년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7), 54면.
65) 기본계획 제4조 제1호
66) 비록 이용자들이 1차적으로 이용료 부담을 지지만 부족할 경우(이미 부족한 것이 확실시된 MRG 지
급 대상 사업들이 주된 재구조화 사업의 대상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보전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우발) 부채성격이고 그 점에서 ‘정부의 신용한도 신규 개설’이라고 볼
수 있다.
67)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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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예외이기에 그 금융을 얻는 방법과 한도는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이러한 신용의 허용 근거를 창설함과 동시에 그 한계와 절
차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민간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투자법은 정부
의 작용방식, 특히 그 금융을 얻는 방식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이자
사업시행자에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정부 소유의 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권력을 부여하는 특허 설정68)에 관한 법이기에 함부로 확장해석은 어렵다고 보아
야 한다.
민간투자법에서 민간투자법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제2조 제1호)와 사업
의 방식(제4조)를 모두 열거주의 형식으로 제한하여 규정함은 물론, 민간투자를 받
는 대상 금액, 그리고 민간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을 모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
은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대상 금액에 관하여 보면, 민간투자법을 통해 투자를 받
을 수 있는 금액은 ‘총사업비’라고 볼 수 있다. 법 제3조의2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범
위는 주무관청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
업에 드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
다)”라고 함으로써 ‘총사업비’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총사업비의 개념은 대통령령
제2조의2에 자세히 그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 모두 시설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건설비 항목들이다. 이러한 총사업비 중 정부의
재정보조를 제외한, 순수한 민간투자 금액을 총민간사업비라고 하는데, 이 총민간사
업비가 민간사업자가 시민들의 이용료를 받아 회수해갈 투자 원본, 정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금융의 원본이 된다. 이를 선언하는 조문이 법 제25조와 제26조 및 제27
조이다. 법 제25조는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
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자
신이 투자한 원본 즉 총민간사업비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이자 한계
가 됨을 선언한다.69) 제3항과 제4항은 이러한 총민간사업비를 회수해나갈 수 있는
68) 황호동‧황학천‧김길홍, 전게논문, 같은 곳
69) 황창용, “민간투자사업의 수익구조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논집』제15권 제2호
(2010), 78~79면은, 이처럼 민간투자법상 총민간사업비 범위내에서만 투자비를 회수해가도록 함으로
써 원본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무상계약의 형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비 개념 속엔 공사이윤이 포함되며(시행령 제2조의 2 제3호) 이는 운영비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예: 외부에 운영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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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그에 맞춘 수익률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행료가 정해져야
함을 규정한다. 제26조와 제27조는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관리운영권’이라고
칭하며 이것을 민법상 물권(物權)으로 격상시켜 절대권으로 보장한다. 즉 민간사업
자가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들어간 자신의 투자비용과 그것을 회수할 때까지의 약정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가 회수해갈 몫이며, 그 회수의 방법은 사업종료시점까
지 이용자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그러한 투자회수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물권적 권리가 인정된다. 이는 전형적인 프로젝트 파
이낸싱의 관념인데, 기본계획 제11조는 이러한 관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2] <기본계획 제11조 제1항>
제11조(수익률･사용료의 결정)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다만, 민간에게 소유권이 영구 귀속되는 시설인 경우는 분석대상기간)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다만,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 매년도 운영수입
 : 매년도 운영비용(다만, 법인세 제외)
 :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IRR)

위 공식을 보면, 왼쪽은 시설물의 준공을 위해 투입된 비용, 즉 건설기간 동안
(0~n) 매년 투입되는 총 건설비(CCi)를 사업수익률 r로 할인하여 합산한 현재가치
값을 나타낸다. 오른쪽은 건설기간이 종료된 뒤 운영기간 동안(n+1~N) 추정 운영
수입(ORi)과 추정 운영비용(OCi)의 차액 즉 추정 운영수익을 매년도 사업수익률 r
로 할인하여 합산한 현재가치 값을 나타낸다. 이 좌변과 우변이 등식으로 연결된 것
의 의미는, 건설에 들어간 비용인 좌변을, 우변의 시설물 운용을 통해 얻은 이익으
로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드는
주요 변수는, N 과 n, 즉 사업기간, 투자비에 대하여 인정해주는 사업 수익률 r, 매
출 즉  를 구성하는 통행료와 통행량, 그리고 운영비이다. 이들 중 r은 좌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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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것은 민간사업자의 투자와 그에 대한 회수가 장기간
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양자의 현재가치를 갖게 만드는 내부수익률을 찾는 방식을
나타낸다. 결국 금융의 3요소라 할 원본, 기간, 수익률 조건을 모두 담고 있는 이 공
식은 실무상 BTO사업의 실시협약을 구성하는 기본 원칙이자 민간투자사업의 본질,
투자비를 그 투자 대상 사업(project)에서 발생하는 장기간의 현금흐름으로 회수해
간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t finance)의 핵심을 요약해서 보여준다.70)
이 식에서 주목할 부분은 CCi 다. 이 금액이 민간사업자가 회수해갈 투자 원본에
해당하는데, 이 금액은 위 공식에서 보듯이 건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앞서
본 대통령령 제2조의2에 명시된 총사업비 개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민간투자법
이 ‘건설비 파이낸싱’에 관한 법임을 보여준다.71) 민간투자에 의한 도로의 경우 그
투입된 자본의 회수와 수익의 도출을 위한 통행료 징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72)도 이러한 건설비 파이낸싱이라는 민간투자법의 속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법이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실시협약에 포함
토록 한 것도 그것이 금융계약의 원본과 기간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라 보았기 때문
일 것이다(법 제13조 제3항, 제25조 제1항 참조).

(3) 금융원본 확대의 법적 문제점
위와 같이 민간투자법의 본질, 그리고 민간투자법이 예정하고 있는 파이낸싱의 원
본 개념을 확인하고 나면, 재구조화에서 건설비 이외의 플러스 알파 금액을 원본에
산입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유발함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시행령 제2조의2, 그리고
기본계획 제11조 제1항의 공식 상 건설비 이외의 금액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

70) 동지, 이상훈·박경애, “민간투자사업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새로운 유형(투자위험분담형)의
분석 및 비교,”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제75호(2016.7) 69~71면.
71) 운영비 개념(OCi)도 우변의 한 변수로 들어가 있으므로 역시 파이낸싱의 원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가 있으나, 매 기의 수익을 산출하는데 흡수되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파이낸싱의 원본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것은 건설비를 회수하기 위한 기간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72)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64 결정: “구 유료도로법이 원칙적으로 국가 등의 공공재정
에 의한 도로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민간투자법은 투입된 자본의 회수 및 상당한 수익의 보
장을 전제로 하는 민간투자에 의한 도로의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략) 이 사건의 공항고
속도로와 같이 민간투자에 의한 도로는 그 투입된 자본의 회수와 수익의 도출을 위한 방법으로 통
행료의 징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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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동법 제25조에 따라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사용기
간을 정하고 있고(제22조 제1항), 이 때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
를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총사업비 사전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 사용료도 동법 제25조에 따라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
고 있다(시행령 제23조). 재구조화에서의 관리운영권 가액이 총민간사업비를 상회
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은 동법 제25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와 제23조의 총사
업비 사전확정주의 내지 총사업비 불변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다.73) 헌법재판소도,
‘민간투자법 제25조 제4항이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 금지에 위배하였다’
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사용료와 징수기간은 민간사업자의 투하자본의 회수
라는 민간투자법의 입법 목적상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그 회수
에 필요한 기간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
다.74) 이는 ‘총민간사업비’를 법에서 정해준 한도를 넘어 임의로 늘리는 것이 허용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게 해석해야 포괄위임
금지에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구조화 실무에서처럼 금융의 원본 즉 총민간사업비의 개념 범위를 확대하
는 것은 총민간사업비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 관련 규정 및 실무와 저
촉을 야기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총민간사업비 개념은 마치 소송법에서의
‘소송물’ 개념75)처럼, 민간투자법의 모든 절차나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적용 단위를
설정하는 기초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민간사업비 개념을 변경할 경우 그에 수
반되는 절차와 효과의 연쇄로 이루어진 전체 시스템과 저촉되는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기본계획 제25조 제1항 제2호(자기자본비율)에 따르면 BTO 사업의 운
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
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이

73) 동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년도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41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마산항 개발
(1-1단계)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44~45면.
74)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64 결정
75)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정하는 소송의 객체를 뜻하며, 절차의 개시, 진행,
종결 등 소송의 전 과정에서 진행의 단위이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2015), 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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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권 잔액이므로, 관리운영권에 프리미엄이 가산된 관리운영권 가치를 기준
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하면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또한
기본계획 [별표 4] 해지시지급금 조항의 경우 운영기간 중인 BTO 사업의 해지시지
급금도 기투입 민간투자비의 상각액을 출발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지시지급
금을 민간투자비가 아닌 재구조화에서의 사업권 가치를 출발선으로 할 경우 해지시
지급금의 의미나 효과가 전혀 달라진다. 건설비 잔액을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부터,
신규 출자자의 사업권 취득가액을 보장해주는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본계획 위반 이슈가 생김은 물론이다. 현재의 재구조화 실무상 이미 이러한 문제
들이 쟁점이 되고 있다.76)
요약하면, 건설비 이외의 요소(기존 출자자의 기회이익 내지 미래 이익을 보상하
기 위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 또는 영업권 프리미엄 성격의 요소)를 관리운영권
가치에 추가하여 재설정하는 현행 재구조화 실무는 건설비 파이낸싱을 기본원칙으
로 하는 민간투자법령 전반과 충돌 소지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민간사업비를 기
초로 회수구조를 예정하고 있는 법 제25~28조, 그리고 거기서의 총민간사업비는
건설비만으로 구성되도록 한 시행령 제2조의2, 그렇게 구성된 총민간사업비는 변경
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간접 선언하고 있는 법 제25조 제4항과 제5항 및 시행령 제
23조, 동 원칙을 직접 선언하고 있는 시행령 제22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수식으로
공식화하여 규정한 기본계획 제11조 제1항, 나아가 자기자본 비율과 해지시지급금
을 총민간사업비에 연동시켜 규제하고 있는 자기자본 비율 규정(기본계획 제25조
제1항 제2호)과 해지시지급금 규정(기본계획 별표4), 기타 총민간사업비 개념에 입
각한 각종 규정 및 실무와 처족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77)

76)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년도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
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40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마산항 개발 (1-1단
계)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45면.
77) 동지, 상게 두 글 각 39~41면 및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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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계약의 개념과 재정절감이 달성되는 작동원
리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적 쟁점 중 민자파이낸싱의 원본 확대 쟁점
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파이낸싱 원본 확대 요소는 법적 근거를 구비하지
못하여 민간투자법령 전반에 걸쳐 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현재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적 근거
흠결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 흠결 문제는 대체로 현행 민간투자법이 건설단계에서의 민자사
업, 이른바 그린필드(Green Field)를 염두에 둔 채 입안된 나머지, 건설비만을 민자
파이낸싱의 원본으로 상정하고 있을 뿐, M&A 등 투자자 교체단계, 이른바 브라운
필드(Brown Field)에서의 매각자금 내지 구조조정 비용에 대한 파이낸싱까지는 염
두에 두지 아니한 데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보인다.78) 민간투자법에서 인정한 파이
낸싱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 놓은 정부 부담의 대상 및 방식을
법 개정 없이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법치행정의 원칙,79) 헌법상 정부재정에 관한 의회예산주의80)81) 및 국가 부담의
의회 통제원칙82)83)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84) 특히
78)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14년도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
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40면.
79) 행정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법률이 행정에 우위로서 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을 의미하는 법률의 우위와,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 법률의 유보란 두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홍준형, 『행정법』(법문사, 2011), 16면; 류지태·박종
수, 『행정법 신론』제16판(박영사, 2016), 57~60면.
80)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81) 의회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과 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전자는 국가재정에 대한 사전
적 통제로서 강력한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후자는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장영수, 『헌법학』 제9판(홍문사, 2016), 1131면.
82)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83)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중요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승인권을 통해 국정을 통제할 수 있다, 성낙인,
『헌법학』 제12판(법문사, 2012), 1027면.
84) 이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개념이나 총사업비 불변원칙이 모두 시행령 규정들이므로 법률 규정의 개
정까진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법적 쟁점’ (3) 및 (4)까지 보태어 보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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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키우고 이자율을 낮추는 형태의 구조조정이므로 금리가 낮을 때는 이점이 있
으나 추후 금리 급등 국면에서는 손실 위험이 오히려 더 커질 위험이 있다. 또한 과
거 수요추정의 잘못으로 인한 수습 비용을 공식화·현실화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명분
으로 다시 원본에 산입하여 민간으로부터 금융을 얻어 이연함에 따른 위험85) 측면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재구조화 계약을 통한 금융대상 확대는 정부의
행정 재량으로 임의로 단행하기 보다는 법 개정을 통한 정당화 근거 마련 선행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적인 상위법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동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
년도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46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마산항 개발 (1-1단계)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47면.
85) 계약해지 비용을 현실화하지 않고 원본에 재산입, 원본을 증액시켜 재계약하는 실질은 수년전 은행
과 중소기업간의 파생상품 계약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키코(KIKO) 계약의 “재구조화”와 같다.
그 점에서 키코 계약과 “재구조화”라는 용어를 공유하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키코
의 “재구조화” 개념에 대하여는, 최문희, “파생상품거래에서 계약의 해지와 재구조화,”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1호(2014),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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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cent Restructuring Practice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Lee, Sang-Hoon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restructuring contract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the operation principle in which financial savings are achieved, reviews the general legal issues
related to them, reviews the original issues of PPP financing, an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a conflict throughout the PPP Act because they do not have legal basis.
The problem with this absence of the legal basis is that most of the current PPP Act is based
on the PPP project at the construction stage, the so-called green field, and the construction
obesity is the original source of PPP financing. It seems to be a problem stemming from the
failure to keep in mind the financing of the replacement phase, the so-called Brown Field
disposal or restructuring costs. Currently, the restructuring work is being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PP Project Basic Plan which is promulgated by the MOSF, the Ministry
of the Strategy and Finance, but arbitrarily expanding the object of financing recognized under
the PPP Act means expanding the object and method of the government burden prescribed
by law without revising the law.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set a grave exception to the
parliamentary budgetary principle of the governmental finances and the parliamentary control
principle of the state burden. Especially because it is the restructuring in the form of raising
the original and lowering the interest rate, there is an advantage when the interest rate is low,
but the risk of loss may be rather larger in the case of the interest rate surg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isks and concealment of financial burden due to deferral from
the private sector by incorporating the restructuring into the original as a justification, without
realizing the cost of reimbursement due to the mistakes of past demand estimates. For this
reason, rather than arbitrarily making arbitrary decisions at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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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it would be desirable to provide justification grounds through amendments to the
law.

Key word : PPP Project, PFI, PPP Act, restructuring, MCC, MRG, refinanc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