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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혁신 컨설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맥킨지 컨소시엄은 컨설턴트와 공인회계사 등 13명 이상의 전문가를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상주시켜 SH공사 경영혁신 등 7개 분야
에 대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는 내용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 시정주요분야컨설팅용역의우선협상대상자로‘맥킨지앤컴퍼니-삼일회계법인컨소시엄’ 선정
- 지자체 최초 민간컨설팅 기관이 市 본청 및 산하기관 컨설팅
- 3~12월까지 채무, 민간위탁사업, 조직체계 등 市 전반 문제 진단, 개선방안 제시
□ 서울시는 시 주요분야 컨설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
맥킨지앤컴퍼니-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이하 맥킨지 컨소시엄)을 우
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민간전문 경영컨
설팅 기관의 컨설팅을 받는다. 컨설팅 용역은 올 12월말까지 추진되
는데 시 본청․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맥킨지앤컴퍼니는 88년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경영 컨설팅업
체로서 전 세계 56개국 104개의 사무소를 갖고 있으면서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경험이 풍부하다. 한편, 삼일회계법인 역
시 43년의 역사를 가진 유수의 국내 업체로 2,500여명의 공인회계
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재무관리 개선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특징을 갖고 있다.

○

맥킨지 컨소시엄은 총 42주간 시본청, SH공사, 지하철 양 공사, 서
울연구원, 시설공단 등을 대상으로 3개의 컨설팅팀이 순차적으로 컨
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컨설팅에는 북미, 유럽, 중동 등에서 도시, 채
무감축, 교통 등 유관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의
자문역할 수행도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컨소시엄측은 컨설팅이 종료된 후에도 1년간은 사후지원을 통
해 프로젝트 실행방안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

이번 컨설팅은 조직, 업무프로세스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혁신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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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이번 컨설팅 용역을 통해 시정 현안 우선 순위를 정해 시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시 산하기관의 채무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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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확보할 계획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경영혁신 방안
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시 우수인력을 투입하여 혁신방안이 실제 업무
영역에 현실성 있게 반영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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