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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청한다
-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
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민자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가장 근접한 방식임에도, 시민보다는 오
히려 특정 건설대기업을 위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어 재정낭비·시민 호주머니털기 등의 비난을 받
아왔다. 금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은 그 정도를 훨씬 넘고 있다.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의 이번 사
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30배가 넘는 초대형사업임에도,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을 찾아보
기 어렵고 반대로 시민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금) 「동부
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에서 *8가지를 제안했다(동 문건은 당일 서울
시 담당부서에 전자메일로 전달했음).
* 경실련의 8가지 제안내용
▲ 민간제안 철회하고 정부고시로 시행, ▲ 재무적투자자(FI) 참여 유도, ▲ 1단계 적격심
사 실적제한은 경쟁제한적 요인으로 중단, ▲ 제3자 제안없을시 유찰 및 사업성 재검토,
▲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임의규정) 미적용, ▲ 추정건설사업비 9,428억원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공개, ▲ 통행료 최대인하를 위한 평가방식 변경, ▲ 서울시 재정지원 삭제

그런데 1단계 평가서류 제출마감이 금년 설연휴 다음날인 1월 28일(화)로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동
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음 4가지를 긴급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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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경실련의 1월 17일자 8가지 제안내용에 대해 설연휴前 답변
둘, 경실련의 1월 16일자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신속한 공개 이행
* 경실련의 정보공개 요청내용(4가지)
▲ 최초제안자 제안서, ▲ 민자적격성 조사보고서(PIMAC),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보고서, ▲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진행 문서 일체

셋, 재정사업 대비 동부간선민자방식이 얻는 구체적 이익(재정도로 4∼6차선 11.3km와 병행 시행)
넷, 특혜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장에게 1월 중 시민단체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30일, 31일 中 택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민간자본 투자사업임에도 엄청난 재정(세금)이 무상으로 투입되며, 이마저도 완
공후 ‘먹튀’하는 건설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지극히 비정상이 되어 왔다. 특혜시비, 평가불공정, 재
정낭비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패한 민자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건설대
기업을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 및 외국엔 허용되지 않는 민간제안방식 등이 원인이다(경실련, 1월 17
일자 별첨2 ‘민간투자사업 특혜관행 구조도’ 참조).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히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특혜제도 개선 없이 민자사업 활성화만을 부르짖고 있기에 개탄하지 않
을 수 없다. 시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 또한 공정하지 않는 사
업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민·형·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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