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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장소기반의 통합적 접근과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차세대 국유재산의 통합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GIS기반의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시
 국유재산정책은 국유재산의 활용을 확대·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
한 시스템(도구) 및 제도 개선이 필요. 이미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은 GIS 기반의 국유재
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과 기업이 국유재산을 손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국유재산은 회계유형, 국유재산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생애주기에 맞추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국유재산 관련 업무부하 해소 및 상호 정보연계를
위해 대장정보 등 통합관리시스템 연계체계 확대 및 고도화가 필요
 국유재산 정보를 정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업무추진방식 도입, 국유재산의 잠재적 가치분
석 및 통합 모니터링을 위한 유연적 개방형 플랫폼 구축, 국유재산 정보 민간개방 및 협력
적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으로 국유재산 가치 제고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업무혁신] 국유재산 관리·활용 업무를 데이터 기반으로 재설계
 [융합DB 활용] 국유재산 통합DB 구축을 위한 국유재산 관련 DB 연계, 표준화 및 인문·
사회 관련 데이터 도입 및 융합 활용 확대
 [과학행정 실현] 장소기반의 통합적 접근(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으로 산재된
국유재산 정보 및 주변 지역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통합 모니터링 수행
 [협력적 거버넌스] 국유재산 민간 활용도 제고 및 협력적 개발을 위한 정보 공개 및 이해
관계자의 소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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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최근 국유재산 관리 정책은 미래 세대를 위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고 국유재산 운
용 효율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목표로 주요 정책을 추진1)
∙ 국유재산 토지개발 활성화, 도심 노후청사의 공익적 개발, 일자리 창출 지원
을 통한 경제활력의 제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 SOC 확충 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생활환경 개선 지원, 국민불편 해소 등
∙ 국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활용성 높은 국유재산 취득 및 리모델링, 도시계획
시설지정 실효재산 활용 및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한 차세대 국유재산 통
합관리시스템 구축, 국유재산 취득·관리의 전문성 강화 등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활용 확대를 위한 도구로서,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기존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e나라재산)은 국유재산 총괄 관리 강화 및 효율
적 국유재산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2012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3단계
(‘12.11~’14.12)에 걸쳐 구축(기획재정부 주관, KAMCO 사업관리)

1) 기획재정부. 2019a.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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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나라재산은 2015년 예산회계시스템(dBrain시스템)운영단에 인수되어 전체
오픈되었으며(‘15.8), 이후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관리(’16.7~현재)2)
∙ 기존의 e나라재산은 국유재산의 회계결산과 단순 필지단위 정보조회 기능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유재산의 개발·활용 지원에는 한계
□ 효율적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현황, 지리적 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GIS기반 의사결정지
원체계 도입 필요
∙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차세대 dBrain) 사업3)에 GIS기반 의사결정지원 기능
이 설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 지원을 위한 분석 수요 파악 필요
그림 1-1 | 차세대 dBrain 목표시스템 개념도

자료: 기획재정부. 2019b. p.22
2) 한국재정정보원. 2019d. p.5.
3)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 사업은 재정업무처리 시스템을 넘어 재정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지원을 목표로
dBrain을 전면 재구축 하는 사업이며, 노후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최신 IT 기술 적용, 지방과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재정정보 통합관리, 재정통계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대국민 수혜·재정정보 통합공개 기반 마련, 수출에
용이한 단위시스템별 완전한 모듈화를 추구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565억이며 구축기간은 ‘19.11월부터 ’22년
3월(29개월) 예정(기획재정부 국고국. 201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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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개발 및 관리 업무지원을 위해 도출한 분석기능은 차세대 dBrain 사
업의 2단계 고도화사업(H/W 업그레이드, 시스템 모듈화 등)에 반영
□ 차세대 dBrain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기능이 제안되어 있으나,
활용수요 증가에 따라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지원 기능 정의가 필요
∙ ‘14년 e나라재산 구축시, GIS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설계·구축하였으
나, 주로 지도 기반의 정보조회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유지 개발·활용
을 위한 분석에는 한계
∙ 국유재산 위탁·위임 등 관련 기관의 정보가 산재되어 있고, 다른 부동산 공부
와의 데이터 불일치 발생4) 등으로 활용에 한계
∙ 국유재산 총괄관리를 위한 인프라로서 국유재산 통합DB 구축 및 인문·사회 데
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GIS 기반의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
축(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명시)5)을 위한 기반연구 필요
□ 범부처 차원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이 출범(2019.7.23.)6)함에 따라,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업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실무 지원 및 관계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성을 확대하고 현장 밀착형의 기
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장 업무의 활용수요와 제도를 바탕으
로 필요기능 도출, 구현 우선순위 및 난이도 산출 등 실무적 지원이 필요
∙ 향후 3개년에 걸쳐 개발되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 분석 및 설
계단계부터 추진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수요 기반의 시스템 구축 지원
4) 기획재정부. 2019a. p.32.
5) 기획재정부. 2019a. p.32.
6) 추진단은 6개부처(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감사원, 교육부, 통계청) 합동으로 1단 3과(총괄기획과, 시스템구축과,
재정정보공개과)등 총 22명으로 구성되며, 추진단은 재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정책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한
새로운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기획재정부. 2019c; 한국재정정보원, 2019f. p.53; 헤럴드경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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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 국유재산의 관리 혁신을 위해 장소기반의 통합적 접근(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data-driven decision making)이 가능하도록,
GIS기반의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에 반영
∙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단계에서의 시스템 활용수요 분석 및 유관 정보시스템
관련 이슈 등을 파악하여 GIS기반 의사결정지원 기능과 목표모델 제시
∙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성공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및 컨설팅 지원 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의 국유재산 관련 정보 및 관련 정보시스템
□ 내용적 범위
∙ 국유재산 관련 여건 변화와 정책 동향 : 활용수요의 증가와 여건변화, 해외 국
유재산 관리 동향,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도입 의의
∙ 국유재산 관련 정보화 현황과 주요 이슈 :국유재산 관련 업무 특성과 및 제도
현황, 국유재산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과 특징, 국유재산 통합관리를 위한 주
요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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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상 : 목표모델 구상, 시스템의 주요
기능 도출, 시스템 활용 방향
∙ 국유재산의 혁신적 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 국유재산 관리 혁신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제도개선 방안

2)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관련 선행연구, 법제도, 업무지침 등을 검토
- 국유재산 관련 정책, 업무 프로세스, 법제도 분석

∙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의 해외사례 분석
- 시스템 구축 목적, 기능 구성, 활용 방법, 기대효과 등

□ 설문·인터뷰조사
∙ 국유재산 관리 혁신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 국유재산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요구사항 조사·분석

∙ 국유재산 관련 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분석
-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 구축경위 및 활용 현황, 국유재산 관련 정보공유 및 연계현황
등을 조사·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국유재산 관리·활용 업무를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 국유재산 의사결정지원체계 목표모델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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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시범분석을 통한 활용시나리오(안) 제시
∙ 데이터 시범분석
-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국유지 59개소 중 1개소를 대상으로,
향후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분석기능 구상(예시) 및 국유재산을 활용한
생활SOC 개발 방안 제시
- 공용청사 취득수요에 대응한 통합청사 개발계획 지원(예시)을 위한 활용 시나리오
제시

그림 1-2 |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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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1

2
주요
선행
연구
3

4

본 연구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과제명: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적정성
평가 지원 연구
∙연구자(년도): 이승욱·조판기(2019)
∙연구목적: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평가 및 이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문헌조사
∙사례조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가 의견수렴
∙협동연구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분석
∙평가기준 마련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적정성 평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적정성 평가
개선 과제 도출

∙과제명: 국유지 토지개발 모델 정립 및
단계별 계획 수립 연구
∙연구자(년도): 조판기 외(2018)
∙연구목적: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른
국유지 토지개발 모델 확립 및 현황분석을
통한 단계별 토지개발 계획 수립

∙국내외 문헌 조사
∙해외 사례분석
∙공간 분석 및
통계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외국의 국유지 토지개발 사례조사
∙국유지 토지개발 모델개발
∙단계별 토지개발 목표설정
∙시범사업지구 분석
∙제도개선 방안 제시

∙과제명: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정보 연계 활용 방안
∙연구자(년도): 정문섭 외(2018)
∙연구목적: 국공유지 정책 혁신을 위한
국공유지 정보의 연계·통합 활용방안을
제시

∙국공유지 활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선행연구 검토
∙면접조사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전문가 의견수렴 방향 제시
∙워크숍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운용실태 분석
∙협동연구
및 혁신방향 제시
∙국공유지 활용 혁신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제시

∙과제명: 국유지 관리 실태 및 활용 전략
연구
∙연구자(년도): 김명수 외(2016)
∙연구목적: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국유지
활용전략을 제시

∙선행연구 검토
∙현장 및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협의회 및
연구진 워크숍
∙공간통계 분석

∙과제명: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
∙연구목적: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
요구분석 및 기능 설계

∙문헌조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개발·활용을
∙설문/인터뷰조사 위한 업무 현황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국유재산 관리 혁신을 위한 정보화
∙데이터 시범분석 현황분석
∙국유재산 의사결정지원체계의
목표모델 수립
∙국유재산 관리 혁신을 위한 추진전략 도출

∙국유지 관리 및 활용실태 분석
∙국유지 활용상의 문제점 파악
∙3개 사례도시를 대상으로 국유지
활용계획 제시
∙국유지 활용과 관련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방식 검토
∙단기적, 중장기적 정책과제 제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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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수행
∙ 국유지 토지개발 모델 정립 및 단계별 계획 수립, 국유지 관리 실태 및 활용 전
략, 국토정보의 연계활용 방안 등을 제시
□ 이 연구는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GIS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체계 목표모델과 필요 기능을 정립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는데 차별성이 있음
∙ GIS 기반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유재산 분석기능 및 국유재산의 잠
재적 가치분석 및 모니터링 기능 도출
∙ 대외적 여건 변화와 국유재산 활용 수요를 고려한 기획재정부 업무혁신 사항
을 반영한 시스템 기획

4. 연구의 기대효과
□ 정책적 기대효과
∙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국유재산 활용방안 수립 및 적극적 개발·효율적 활용 지
원을 통해 혁신성장 및 생활SOC 건설 지원 등 경제 활력 제고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미래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통해 정
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화된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학술적 기대효과
∙ 증거기반의 정책수립 방법론 및 장소기반의 통합적 접근으로 다양한 정보간
의 융합 활용모델 및 방법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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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국유재산 관련 여건변화와 정책동향

1. 국유재산 활용수요의 증가와 여건변화
1) 국유재산 현황 및 국유재산관리 정책기조의 변화
□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1)
을 말하며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은 크게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등 4가지 유형으
로 구분
∙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청사 또는 관사와 같이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주거용으
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 재산은 도로 또는 항만과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
하는 재산, 기업용 재산은 우편, 조달, 양곡과 같이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 재산은 문화재와 같이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2)
∙ 행정재산 외, 모든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구분
□ 2018년 말 결산기준 국유재산은 1,081.8조원으로 국유지 467.7조원(43.2%), 공작물
(도로, 교량 등) 288.8조원(26.7%), 유가증권 241.8조원(22.4%), 건물 69.9조원
(6.5%) 등으로 구성3)

1)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2)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3) 기획재정부. 2019a.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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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440.9조원) :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국유지(24,276㎢, 전 국토의 24.2%)
∙ 일반재산(26.8조원) : 개발·매각 가능 토지 및 비축용 토지(786㎢, 전 국토의 0.8%)
∙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에 비해 국유재산의 가치와 면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
□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한 정책기조는 크게 3단계로 변화4)
∙ [1945년~1976년] 국유재산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으로 전후 복구와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의 처분위주 정책
∙ [1977년~1993년]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1976)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을 의무화하고 처분을 제한한 국유재산의 현상 유지와 보존위주 정책
∙ [1994년~현재]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대체
토지 확보용 재원을 마련하고, 국유지개발신탁제도를 통해 방치되었던 국유재
산 활용 확대 촉진
□ 활용 확대를 촉진하는 정책 시행(1994년) 이후 중요한 제도적 변화
∙ 위탁개발제도(2004년 도입)는 국가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유지 개발이 가능5)
∙ 민간참여개발제도(2011년 도입)는 국유재산 개발에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를 가능하게 하여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 활용 확대6)
∙ 국유재산 종합계획, 국유재산관리기금(2011년 도입)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
리를 도모하고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관리·처분 대금을 재원으로 공용재산의
취득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도입 및 신설7)

4) 김명수 외. 2016. pp.11-13.
5) 이방실·고성수. 2012.
6) 건설경제. 2011.
7) 법제처.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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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국유재산 활용 확대 정책 관련 제도적 변화
2004년

∙ 위탁개발제도 도입
(수탁기관 수행):
KAMCO, LH

2011년

→

2012년

∙ 민간참여개발제도 도입
(SPC설립, 개발)
∙ 국유재산 종합계획 도입
∙ 국유재산관리 기금 신설

→

∙ 기금개발 시작
∙ 국유재산 종합계획 시행

자료: 양진홍. 2017. p.15 그림 2-1 일부 인용

2) 국유재산 종합계획
□ 2011년부터 도입된 국유재산 종합계획은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 종합 계획으로서 다음
연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역할을 수행
∙ 국유재산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국유재
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국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성
∙ 총괄청(기획재정부)이 종합적으로 각 부처의 국유재산 관리·처분·특례운용
등의 계획을 조정하여 수립
□ 종합계획 수립절차는 기획재정부의 수립지침 통보, 각 중앙관서의 계획제출, 기획재정부
의 검토 및 확정, 종합계획 국회제출 및 각 중앙관서로의 확정된 계획 통보의 순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지침을 각 중앙관서에 통보(매년 4월말)
∙ 중앙관서: 관리·처분계획, 특례운용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매년 6월말)
∙ 기획재정부: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받은 계획의 실행 가능성, 적정성 등을 검
토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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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말)
∙ 기획재정부: 확정된 다음연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회계연도 개
시 120일전까지) 및 각 중앙관서에 통보

3)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목표
□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목표는 국유재산을 공익적으로 개발·활용하여 재산가치 증대 및
경제 활력 제고, 국민편익 증진 등에 기여8)
∙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 활용으로 국민 편익 증진
∙ 국유재산의 권리보호와 효과적 활용으로 재산가치 증대
∙ 관리기반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운용 효율화
□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9)
∙ 국유지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GIS 기반으로 개발·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 국유재산 총괄관리 인프라로서 국유재산 통합DB 구축
□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로서, 국유재산 총조사10) 후속조치
로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을 위한 노력
확대11)

8) 기획재정부. 2019a. p.13.
9) 기획재정부. 2019a. pp.32-33.
10) ‘18.3~10월, 행정재산 193만 필지 대상으로 유휴여부 조사, 인력과 드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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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행정재산 총조사 결과, 22만 필지, 약 167㎢ 전부 또는 일부가 유휴
행정재산으로 추정
∙ 국가재정을 위해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개선 필요
∙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민이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고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그림 2-2 | 2020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정
책
방
향

◇
◇
◇
◇

국유재산의 공익적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국유재산 활용의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 편익 증진
국유재산의 권리 보호와 효과적 활용으로 재산가치 증대
관리기반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운용 효율화

1. 경제 활력 제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본격화
 도심 노후 청·관사의 공익적
개발 확대
 국유지를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 강화
정
책
과
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지 특례 신설


2. 국민 편익 증진


3. 재산가치 증대

 생활SOC 시설 확충 지원

 국유재산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청년·신혼부부 주거 복지
지원 확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유휴 국유재산 개발·활용에
국민참여 확대

 활용 잠재력 높은 국유재산
취득 및 개보수 확대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재산 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해외 소재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4.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미활용 국유재산 특례규정 존치평가 추진
 국유재산 취득·관리의 전문성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2019a. p.15

11) 기획재정부. 2019d.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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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국유재산 관리 동향
1) 영국의 전자 재산정보 지도 서비스(e-PIMS)
□ 주요 기능과 특징
∙ e-PIMS(electronic Property Information Mapping Service)는 정부소유의
부동산과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중심 DB로 조달청(The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OGC)에 의해 개발 및 운영
그림 2-3 | e-PIMS Property Database

e-PIMS 검색 화면

국유재산 검색 결과

재산 정보 요약 목록

철도 네트워크 재산 표시

자료: Chris Statham. 2015. p.9(좌상), 10(우상), 11(좌하), 13(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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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 소규모 비정부 부서 및 행정 기관, 부속기관, 비정부 공공기관, 특
별 보건청은 재산정보의 갱신 의무가 있음12)
∙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서비스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나 일단 가입할 경우에는
모든 토지와 재산관련 정보를 e-PIMS에 기록·유지해야 함13)
∙ 지리원(Ordnance Survey)의 상세한 격자 지도를 활용한 GIS를 기반으로 국
유재산의 위치 및 속성정보(주소, 거주권, 토지 및 건물 면적, 임대인, 임차
인, 임대계약 내용, 사용량 등) 조회가 가능하며, 현재, 미래, 그리고 잠재적
잉여 공간 조회 및 목록 제공14)
∙ 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도를 부여하여 위험도에 따라 국유재산 취득·활용 계획
조정,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관리기능을 제공15)
∙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유휴
재산 확인, 임대계약의 연속 등) 지원
∙ 온라인 도구인 PAMCAM(The Property Asset Management Capability
Assessment Model)을 e-PIMS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정부 기관이 자체적
으로 기관의 자산관리 역량과 개선분야를 측정 가능16)
∙ PAMCAM은 2개 분야(과정, 조직/관리)로 구분할 수 있는 총 9개 수행 영역
(과정: 계획수립, 산출 계획, 산출 변경, 운용; 조직/관리: 소유·경영 구조,

12) NHS Wales Shared Services Partnership. 2013. p.16.
13) 영국 지방정부 연합의 전자 재산정보 지도(e-PIMS) 소개.
https://www.local.gov.uk/topics/housing-and-planning/one-public-estate/partnership-page/go
vernment-property-tools-epims (2019년 11월 29일 검색).
14) NHS Wales Shared Services Partnership. 2013. p.16.
15)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59.
16) 영국 지방정부 연합의 전자 재산정보 지도(e-PIMS) 소개.
https://www.local.gov.uk/topics/housing-and-planning/one-public-estate/partnership-page/go
vernment-property-tools-epims (2019년 11월 2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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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력과 역량, 정책과 표준, 자료 관리 정보체계, 성과관리/감사/검토)을 측
정17)
□ 시사점
∙ 정부관련 기관의 재산정보 갱신 의무 부과로 정보의 최신성 유지
∙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자동화를 통해 정보의 정합성 유지 및 자원 절약
∙ 국유재산의 건별 관리 및 정보 분석으로 각 물건별로 계획적인 대처 가능
∙ 중앙정부의 토지와 건물과 관련한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여 중앙정부와 공공
부문의 협력 증대18)
∙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활용함으로 자체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없으며, e-PIMS의 개선과 기술적 추가 기능들이 지방 자치단체
에게 확장된 기능을 제공19)
∙ 국유재산 DB정보의 관리뿐만이 아니라, 국유재산을 보유·운용하고 있는 기관
의 자산관리 역량과 개선 분야를 온라인 도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
도록 제공
∙ 온라인 자산관리 역량 측정 모델(PAMCAM)을 통해 국유재산의 처리 및 조직
관리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구조적 개선방
안 마련과 업무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 가능

17) 영국 지방정부 연합의 전자 재산정보 지도(e-PIMS) 소개.
https://www.local.gov.uk/topics/housing-and-planning/one-public-estate/partnership-page/go
vernment-property-tools-epims (2019년 11월 29일 검색).
18) 영국 지방정부 연합의 전자 재산정보 지도(e-PIMS) 소개.
https://www.local.gov.uk/topics/housing-and-planning/one-public-estate/partnership-page/go
vernment-property-tools-epims (2019년 11월 29일 검색).
19) 영국 지방정부 연합의 전자 재산정보 지도(e-PIMS) 소개.
https://www.local.gov.uk/topics/housing-and-planning/one-public-estate/partnership-page/go
vernment-property-tools-epims (2019년 11월 2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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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국유재산종합정보관리시스템(国有財産総合情報管理システム)
□ 주요 기능과 특징20)
∙ 일본의 재무성·재무국은 국유재산 현황 등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공개
- 재무성 홈페이지, 국유재산정보공개시스템, 재무국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

∙ 국유재산에 관한 건별 정보, 전국의 재무국에서 매각중인 입찰물건정보, 통계
정보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
∙ ‘국유재산 구입’, ‘국유재산 찾기’, ‘국유재산 빌리기’ 등의 주요 메뉴와 국
유재산 관련 보도자료, 법제도, 국유재산 리포트, 국회보고자료, 데이터(국유
재산통계) 등 관련정보 종합제공
∙ ‘국유재산 찾기’는 지역, 국유재산 유형, 토지면적 등의 조건검색을 통해 지
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건별 속성정보도 함께 제공
그림 2-4 | 국유재산포털

국유재산포털 초기화면
‘국유재산 찾기’의 검색조건 설정화면
자료: 일본 재무성 국유재산포털. https://www.kokuyuzaisan.mof.go.jp/info/ (2019년 12월 9일 검색)
20) 일본 재무성 국유재산포털(http://www.kokuyuzaisan.mof.go.jp/info/, 2019년 11월 5일 검색)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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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국유재산포털(계속)

검색조건에 맞는 국유재산 정보검색

조건에 맞는 국유재산의 건별 상세정보 조회

임대가능 물건검색

검색 조건에 따른 물건 정보 목록

자료: 일본 재무성 국유재산포털. https://www.kokuyuzaisan.mof.go.jp/info/ (2019년 12월 9일 검색)

□ 시사점
∙ 웹페이지를 통한 모든 국유재산 정보의 공개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
상과 국유재산 활용 도모
∙ 간단한 메뉴 구성과 다양한 조건검색 기능, 물건별 상세정보 제공으로 누구나
자신의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고, 빌릴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국유재산 포털에 국유재산과 관련한 각종 정보(보도자료, 법제도, 리포트, 통
계 등)를 함께 제공하여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이해 증대 및 간접 홍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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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 중앙정부 부동산청의 비드북(biedboek.nl)
□ 주요 기능과 특징21)
∙ 네덜란드 중앙정부 부동산청은 2016년 1월 1일에 정식 기관으로 출범
- 2010년 정부건물청(Government Building Agency), 2012년 국유재산개발청
(State Property and Development Agency), 중앙정부 부동산 감독국(Central
Government

Real

Estate

Directorate),

2014년

방위시설청(Defence

Infrastructure Agency)을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로 이관하여 국유재산 총괄조직을 구성

∙ 비드북은 네덜란드 중앙정부 부동산청(Central Government Real Estate
Agency)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정부 소유의 모든 물건들에 대한 자세한
포트폴리오 제공
- 2018년 기준, 연면적 1,200만 평방미터의 건물과 89,374 헥타르(893.74 평방킬
로미터)의 국유재산을 2,070명의 직원이 관리

∙ 물건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지역(providence), 종류(건물, 집, 대지 등), 상태
(매매, 임대, 낙찰 등) 등의 조건을 이용하여 검색 가능
- 물건과 관련한 기본 정보(주소, 용도, 면적 등)와 지도(Google Maps)를 제공하며
로그인 사용자에게는 더 상세한 설명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

∙ 매매와 관련한 단계별 현황은 물건 공개(publication), 입찰 모집(request bid book),
입찰(bid phase), 낙찰(award phase), 매매 계약 체결(purchase agreement), 전달
(delivery)의 순서로 표시하여 해당 물건의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 가능
- 물건 관리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개하여 물건과 관련한 직접 문의가 가능하도
록 지원

21) 네덜란드 내무부 중앙정부 부동산청(https://english.rijksvastgoedbedrijf.nl/, 2019년 11월 4일 검색)과 네
덜란드 부동산청의 비드북(https://www.biedboek.nl/, 2019년 11월 4일 검색)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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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 비드북(Biedboek.nl)

물건 검색 화면

물건 상세 정보
자료: 네덜란드 부동산청의 비드북. https://www.biedboek.nl/ (2019년 11월 4일 검색)

24

∙ 국·공유 건물 관련 정보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22)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관
리와 건물관리(상태, 안전, 건강)를 추구
□ 시사점
∙ 네덜란드 중앙정부 부동산청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관의 형태로, 국·공유재
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과거 여러 정부 기관(국방부, 재정부, 주
택·공간 계획 및 환경부)에 나누어져있던 부서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한 총
괄 기관 구성·운영
∙ 국·공유재산의 매매, 임대, 개발과 관련한 사항을 1개의 동일기관에서 관장함
으로써 국가재산의 체계적 관리, 개발, 활용이 가능
∙ 국·공유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일원화된 단일 창구를 상대
하기 때문에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3.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도입 의의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해 공간정보기술을 접목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도입 필요
∙ 기존의 국유재산 관리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해당기능에 부합하도록 관리하
기 위해 다소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관리를 수행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데이터
통합관리의 어려움, 혁신적 방법론 도입에 대한 한계 및 제약사항이 존재
∙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의 축적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 데이터 관리부터 공간정보기술을 접목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도입이 필요
22) BIM은 디지털 3D건물 모형에 디자인, 건축, 관리과정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모델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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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데이터베이스, 지식관리, 분석모형 등으로 구성되며,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활용수요에 충실한 데이터의 통합과 과학적 분석방법론을 도입
∙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 기반의 의사결정지원체계는 통합적 데이터관리, 국유
재산관련 제도 및 지침 등을 수용하는 지식관리, 국유재산과 관련한 각종 개발
잠재력, 가치 등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구성
∙ 차세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에도 체계적인 데이터 통합·연계관리, 개발잠
재력·가치를 분석하는 과학적 분석모형, 국유재산 관련 유관 제도 및 지침, 현
장의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 필요
□ 국유재산 관련 복잡다단한 거버넌스 간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공유, 지역특성과 국가
자산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성, 공익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추구할 수 있는
인프라 도입 필요
∙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에 의사결정지원체계를 도입함으로 절차적 투명성 극대화
∙ 총괄청, 각 중앙관서 및 위임·위탁기관, 국민 모두에게 자산적 가치를 높여 국
유재산 관리 및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정책지원도구 역할
그림 2-6 | 국유재산 의사결정지원체계 도입 의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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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국유재산 관리 정보화 현황과 활용수요

1. 국유재산 관련 업무특성 및 제도현황
1) 국유재산관리 프로세스
□ 국유재산관리는 크게 7개의 주요 프로세스(계약, 취득, 전환, 운용, 개발, 처분, 결산/보
고)와 33개의 세부 프로세스로 구분되며, 국유재산의 종류와 생애주기에 맞추어 적용
그림 3-1 | 국유재산 관리 프로세스
주요 프로세스
1. 계획

세부 프로세스
1.1 국유재산
종합계획

1.2 점검/조사 계획

1.3 중앙관서 지정

1.4 도시 관리계획 협의

⇩

2. 취득

2.1 비축토지
2.4 무상취득
2.2 매입 2.3 계약
매입
(기부채납)

2.5
2.6 기타증가
신규등록 (인계/인수)

2.7
기타증가

⇩

3. 전환

3.1 사용예약 3.2 사용승인 3.3 용도폐지 3.4 관리전환 3.5 교환 및 환지 3.6 무상귀속 협의

⇩

4. 운용

4.1 대부/사용허가 4.2 변상금

4.3 징수

4.4 권리보전

4.5 실태조사 4.6 소송

⇩

5. 개발

5.1 기금개발

5.2 신탁개발

5.3 위탁개발

5.4 민간참여 개발

⇩

6. 처분

6.1 매각

6.2 양여

6.3 멸실

7.1 관리운용보고

7.2 증감/이동 보고

7.3 유휴행정 재산보고

⇩

7. 결산 및
보고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9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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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담당기관의 역할과 관리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업무단계별 의사결
정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7개의 주요 국유재산 업무 프로세스별 업무담당주체, 업무내용, 업무간 연계
성 등을 파악하고, 해당 과정에서 생산/공유/연계되는 데이터를 파악

그림 3-2 | 1. 계획 단계의 1.1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업무프로세스(예)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바탕으로 담당기관/담당자와 프로세스 간 연결을 통합적으로 파악 가능하
도록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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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한 법제도
□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관리 규정 및 지침,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해 수행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
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1)(1956년 11월 28일 법률 제405호로
제정, 2009년 전부개정)
∙ [국유재산관리 규정 및 지침]2)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그리고 국유재산 업무와 관련한 처리기준 등을 포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
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3)(2011년 3월 30일 법률 제10486호)
표 3-1 |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한 법제도 및 업무수행지침
구분

1. 계획

업무 프로세스

총괄청(기획재정부) 관련내용

1.1 국유재산 종합계획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 수립·등록,
종합계획(안)수립·심의요청,
종합계획 확정 및 통보, 국회제출

1.2 점검/조사 계획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실태점검결과 확인 및 승인

1.3 중앙관서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1.4 도시관리계획협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2.1 비축토지매입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2.2 매입
2.3 계약
2. 취득

관련 법·제도/업무수행지침

2.4 무상취득(기부채납)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매입지침작성, 승인, 반려

제10조
시행령 제4조의3
제43조
시행령 제27조
제13조
시행령 제8조

2.5 신규등록
2.6 기타증가(인수/인계)
2.7 기타증가

1)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목적)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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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한 법제도 및 업무수행지침(계속)
구분

프로세스
3.1 사용예약
3.2 사용승인
3.3 용도폐지

3. 전환
3.4 관리전환
3.5 교환 및 환지
3.6 무상귀속 협의
4.1 대부/사용허가
4.2 변상금
4.3 징수
4. 운용

4.4 권리보전
4.5 실태조사
4.6 소송

5.1 기금개발
5.2 신탁개발
5. 개발
5.3 위탁개발
5.4 민간참여개발
6.1 매각
6. 처분

7. 결산
및
보고

6.2 양여

관련 법·제도/업무수행지침

기획재정부 관련내용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
제2조 3항4)
국유재산법 제30~39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36조
국유재산법 제22, 2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국유재산법 제16, 17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
국유재산법 제54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비축토지 소요조사 통보
사용예약대상기관선정, 선정결과통보

용도폐지(총괄청 직권) 요구
관리전환 승인, 반려
교환 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국유재산법 제30~39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36조
국유재산법 제2조, 72조
국유재산 시행령 제71조
국유재산법 제3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법 제6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
국유재산법 제6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5) 제13조6)
동법 시행령 제2조,7) 제5조8)
국유재산법 제26조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 2, 3
국유재산법 제58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2조
국유재산법 제59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3조
국유재산법 제59조의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2조의
2~7
국유재산법 제48~5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56조
국유재산법 제55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 59조

실태조사 지침 및 매뉴얼 작성, 등록

기금운용계획 수립·확정, 기금집행계획
수립 및 통보, 국유재산관리기금투입,
기금결산보고검토
신탁협의 및 개발 승인
개발의뢰, 개발협의, 승인검토, 반려
개발결정, 귀속금 수납, 결산보고서 검토
민간참여개발 기본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모집·선정, 사업협약체결, 출자 및
지분증권취득, 개발재산매각, 수익귀속

6.3 멸실

국유재산법 제70조

멸실보고서 보고내용 확인

7.1 관리운용보고

국유재산법 제69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0조

관리운용보고서 취합 및 검사요청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국회제출(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검사보고서)

7.2 증감/이동 보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9조

증감사유별 세부명세서 보고내용 확인

7.3 유휴행정재산 보고

국유재산법 제21조

총괄보고 내용 확인, 승인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3-94 보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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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반려, 승인통보

□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본 법률상 주요 변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유재산의 개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9)
∙ [2009년]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분류체계를 정비, 국유재산 취득
을 위한 재원 확보 의무화, 국유지 개발 방식의 다양화 등
∙ [2011년] 총괄청의 행정재산 통합관리 강화, 국유재산종합계획 도입, 국유재
산관리기금 설치, 대부보증금 제도 도입, 일반재산의 매각기준을 네거티브시
스템(매각제한사유 외에는 매각 가능)으로 변경
∙ [2012년]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률적 정비
∙ [2016년] 지적공부에 따른 국유재산의 현행화, 민간참여 개발시 영구축조물
건축 금지 조항 완화, 민간개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최장 50년까지 가능, 5
년 이상 유휴재산 민간참여개발 가능 허용
∙ [2017년] 행정목적 소멸 시 즉각적인 용도폐지로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
화, 조림목적 토지와 정착물 대부기간 2배로 연장, 중앙관서의 장은 인·허가
를 총괄청과 미리 협의
∙ [2018년] 토지 조성 행위도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포함

4) “사용예약”이란 비축부동산 중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비축토지업무 처리기
준 제2조 제3항).
5)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6) 권한의 위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3조).
7) 권한위임의 한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8) 국가소송의 수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9) 법제처. 2019a.

제3장 국유재산 관련 정보화 현황과 활용수요 ･ 33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본 법률상 주요 변화 : 국유재산을 활용하는데 있어, 사
용료 감면이나 장기 사용허가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정책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10)
∙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으로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기반 마련
∙ [2014년] 특례의 존속기간을 해당법률에 명시 의무화로 특례의 무기한 존치
를 예방,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양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
의 의무화
∙ [2017년] 舊도청사 및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장기대부, 잔여매립
지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장기사용 허가
∙ [2019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한 특례 근거 마련

3) 시사점
□ 2018년 결산 기준 96.9%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유휴 행
정재산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 필요11)
∙ 국·공유지 정책과 도시정책으로 이원화되어 행정재산이 개별 법 및 제도로 관
리 및 활용

□ 2018년 결산 기준 96.9%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
유재산법 개정 필요
∙ 현재 행정재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야 처분·개발이 가능

10) 법제처. 2019b.
11) 이승욱 외. 2018.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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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장관만이 가능하고 기재부
의 전수조사나 중앙관서의 자체 신고에 의해서만 파악되므로 검토에 많은 시
간 소요
∙ 유휴 행정재산의 폐지를 활성화하여 일반재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 신고제’와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용도폐지 신고를 전담
할 수 있는 분과를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12)

□ 행정재산의 활용 현황 모니터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총괄청 및 일선담당자들을 위한 국유재산업무와 관련한 법률 참고 기능 필요
∙ 국유재산 소송과 관련한 과거자료 확인을 위한 DB 및 검색기능 필요
∙ 중앙관서별 유휴행정재산의 보유량, 보유기간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다각적·통계적 분석기능 필요
∙ 국유재산관리 시, 개별조회로 인한 업무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대장정보
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체계 확대 및 고도화 필요
∙ 국유재산 개발·활용 계획 수립 시 민간 자료의 적극적 활용 필요

12) 민승현 외. 201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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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재산 관련 정보화 현황과 특징
1) 국유재산 관리 및 시스템 현황조사
□ 국유재산은 총괄청(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회계유형(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소관)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관리13)하고 있어, 각자의 업무에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
고 총괄시스템인 dBrain/e나라재산 국유재산통합DB로 자료 연계
∙ 국유재산(일반 및 행정재산)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e나라재산
시스템에 의해 집계되는 방식
∙ 국유재산 관련 업무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는 곳은 재정정보원, 한국자산
관리공사, 산림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조달청, 우정사업본부, 철도시설관
리공단 등

그림 3-3 | 국유재산 관리체계

자료: 정성호. 2016. p.48

13) 소관사무는 지자체, 공사, 공단 등에 위임하거나 재위임,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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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ain의 국유재산 부분은 총 8개의 업무관리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총괄청
이 수행해야 하는 예산회계 업무와 관련하여 구분
∙ 업무 영역은 종합계획, 취득/처분, 전환/운용, 대장관리, 실태조사, 권리보
전, 가격평가, 마감으로 구성
∙ dBrain 사용자(사업담당자, 재산관리관, 중간보고기관 담당자, 재정책임관,
총괄청 재산관리관)는 각각의 업무에 맞게 필요한 업무관리 기능을 사용
□ e나라재산의 경우는 크게 5개의 시스템, 업무관리, GIS, 통계분석, 모바일 현장지원,
국유재산포털 시스템 등으로 구성
∙ 업무관리 시스템은 9개의 업무관리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종합계획, 취득,
처분, 전환, 운용, 개발, 조사관리, 공통업무, 관사관리로 구성
∙ 각각의 업무관리 영역은 2~3개의 세부 기능으로 구성되어 담당자의 업무에 따
라 필요한 기능을 선택 후 활용
□ 차세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목표모델 정립을 위해 기존의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
현황 분석 및 활용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및 서면조사 실시
∙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는 중앙관서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구
축 및 활용현황, 정보공유/연계 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자
료를 수집·분석(표 3-3 참조)
∙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및 유관시스템은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
쳐 업무협의회를 통해 직접 방문 조사 및 서면조사 실시(표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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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시스템 현황조사 내용
구분

주요 논의사항

국유재산시스템
구축 및 활용현황

∙
∙
∙
∙
∙
∙

국유재산 정보화 현황 및 정보(자료)관리 방법
데이터 구조 등 국유재산 관련 자료의 저장형태
GIS(공간정보, 위치정보) 기반의 조회/분석/통계 기능
국유재산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활용 단계 및 활용 현황
시스템 활용 관련 개선사항 등 관련 이슈
향후 내부 시스템 개선 계획 유무 및 개선방향

국유재산 관련 정보공유/연계 현황

∙
∙
∙
∙
∙

국유재산 정보공유/연계 현황 및 관련 이슈
유관 시스템(dBrain, e나라재산 등)과의 연계/공유 방법
국유지 관련 자료 갱신 주기, 정보 공유 주기, 공유 방법
정보 검증 방법/유관시스템(기관) 피드백
기타 자료연계 관련 애로사항

향후 추진계획
(차세대 dBrain관련 요청사항 등)

∙ DB연계 및 기능설계 관련 이슈
∙ 시스템 활용 및 기관 역할 등 관련 이슈

자료: 저자 작성

표 3-4 | e나라재산 시스템 및 유관기관 시스템 현황조사
조사날짜

방문기관

위치

시스템

담당부서

비고

‘19.7.24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스마트 공간정보 포털

공간정보처

방문/시연

‘19.7.29
‘19.8.22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

BPM

국유재산총괄부

방문/시연

‘19.8.13

우정사업본부

세종

ERP

경영기획실
기술투자혁신담당관실

방문/시연

‘19.8.30

한국재정정보원

서울

e나라재산

dBrain 운영본부

방문/시연

‘19.8.30

국방부

서울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건설관리과
국방정보체계관리단

방문/시연

‘19.10.16

조달청

대전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국유재산기획과

방문/시연

‘19.10.22

산림청

대전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국유림경영과

전화/문헌

‘19.11.18

국토교통부

세종

국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지원과

방문/시연

‘19.11.21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철도재산관리시스템

재산용지처

방문/시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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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e나라재산14)
□ 한국재정정보원은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강화 및 효율적 국유재산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지원, 국유재산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dBrain과 e나라재산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 2012년 국정과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 국유재산
통합관리기반으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2015년 dBrain 시스템 운영단에 인수되어 전체 오픈(2015.8.27.)
∙ 국유재산시스템은 예산회계시스템인 dBrain 시스템의 국유재산 부분과 e나라
재산 시스템으로 구분
∙ dBrain 시스템은 예산회계 관점에서 국유재산 관리기능 위주, e나라재산은
dBrain을 기반으로 국유재산포털, 업무관리, GIS, 통계분석, 모바일현장지원
시스템을 추가한 것으로 운영관점의 기능 위주로 설계
- 현재 차세대시스템 구축(‘19.7월~’22.3월)으로 dBrain과 e나라재산의 통합 추진

□ e나라재산은 2012년 전자정부지원사업 방식으로 3단계(‘12.11월~’14.12월)에 걸쳐
구축
∙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캠코 발주(‘11.2월),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주관 하에 캠코가 사업관리
∙ e나라재산 시스템은 행정망, 인터넷망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업무관리 시스
템, GIS, 통계분석 시스템, 연계·통합DB는 행정망에, 국유재산 포털시스템
과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은 인터넷망에 위치
∙ 연계·통합DB는 여러 유관기관의 DB, 지적공부 등과 직·간접적 데이터 연계

14) 한국재정정보원. 2019b.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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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유재산시스템(e나라재산) 구축 경과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a. p.48

표 3-5 | e나라재산시스템 연도별 사업내용 및 구축비용
연도

2012

2013

2014

2015~현재

비용

사업내용

15.5억원

∙
∙
∙
∙

국유재산
국유재산
GIS기반
국유재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무단 점유 등 4개 중기능
통합DB 구축 : 초기자료수집, dBrain 연계 등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지도조회 등 기본기능 구현
DB 정비

55.3억원

∙
∙
∙
∙

국유재산
국유재산
GIS기반
국유재산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 사용승인 등 24개 중기능 개발
통합DB 연계 : 국토부, 농림부, 조달청 등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고도화 : GIS분석 및 시스템관리 기능 개발
DB 정비

49.5억원

∙
∙
∙
∙
∙
∙

국유재산 업무관리 시스템 완성 : 비축토지매입 등 총괄청 위임사무 가능
국유재산 통합DB 연계 : 산림청, 우정사업본부, 캠코 등
GIS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완성 : 통계지도 구축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국유재산포털 시스템 구축
모바일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 2015년 1월~8월 인수인계 진행 : 구축사업단 => dBrain시스템 운영단
∙ 2015.8.27. 전체 오픈
∙ 2016.7.1. 한국재정정보원 인수·운영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b, p.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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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성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b. p.6

그림 3-6 | e나라재산 업무관리 시스템 구성도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d. p.91
※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19년에는 상시대장정비관리 등 6개 업무가 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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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e나라재산 통계분석시스템 구성도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b. p.13
※ 통합 DB의 자료를 통계분석 서버를 통해 국유재산 업무에 필요한 정형통계와 비정형통계의 생산을 지원

그림 3-8 | e나라재산 GIS 시스템 구성도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d. p.103
※ 통합 DB를 바탕으로 검색, 의사결정지원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항공사진 등 3개 업무가 2019년에 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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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 e나라재산의 GIS 기능 일부 예시

국유재산 주제도 및 토지 상세속성 조회

지번주소검색 결과 목록

항공사진 바탕 국유재산 주제도

지번주소 검색 및 토지 상세속성 조회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e. p.11(좌상), 64(우상), 65(좌하), 68(우하)
※ GIS 기능은 연계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지도 위에 다수의 속성정보 표시와 검색을 가능하게 하여 기본적인 의사결정
에 도움을 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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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 dBrain 시스템 데이터 연계 현황
연계기관

연계시스템

연계
주기

국방부

국방재정정보
시스템

년1회

우정사업
본부

통합경영관리
시스템

∙(수신)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마감정보 연계
년1회
∙(송신) dBrain 기준정보(종목, 증감코드
등)연계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지원
시스템

KAMCO

자산관리
시스템
(AMS)

수시

교육부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수시

건설기술
연구원

건설사업
정보
시스템

수시

∙(수신)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연계
 도로점용료 부과
∙(송신) 국유재산토지대장 연계

조달청

국가전자
조달시스템
(G2B)

수시

∙(송·수신) 국유재산의 매입/수리 등 계약  매입·수리 등 계약
진행 및 검사/대금 청구 등 업무처리 지원 업무진행

KAMCO

온비드
시스템

수시

∙(송·수신) 국유재산의 매각, 대부/사용허가  매각, 대부/사용허가 등
등 계약관련 업무처리 연계
계약 업무 진행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일별

∙(송신) 국유재산 관리 대장정보(토지, 건물,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참고정보로 활용
공작물 대장 등) 연계

산림청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수시

∙(송신) 국유재산 대장정보,
기준정보(일선관서, 코드 등) 연계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참고정보로 활용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시스템

수시

∙(송신) 국유재산 기준정보(종목코드,
증감코드 등) 연계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참고정보로 활용

감사원

감사자료분석
시스템

수시

∙(송신) 국유재산 대장 및 결산 자료 연계

 국유재산 감사 업무 활용

년1회

주요 연계 정보

∙(수신)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마감
정보(종합계획(안) 등) 연계
 결산 운용보고서 작성
∙(송신) 관리운용보고서, 종합계획 등 연계

∙(송·수신) 재외공관 재산에 대한 대장 및
증감, 종합계획 실적 연계

 결산 운용보고서 작성

 결산 운용보고서 작성

∙(송·수신) 위탁 관리하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장 및 증감정보 연계
 결산 운용보고서 작성
*dBrain 송신 정보는 수시 연계하고
있으며, 수신 정보는 년 1회 연계 받고 있음
∙(송·수신) 교육부 대학회계의 국유재산
 국유재산 전반(처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연계
대부/사용허가 등)
*dBrain과 KORUS 연계를 통해 관리 전반
업무처리
업무처리가 진행됨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b,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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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내용

표 3-7 | e나라재산 시스템 데이터 연계 현황
연계시스템

연계
주기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일별

∙(수신) 국토부의 국유재산 관리
상/하위기관, 실태조사 정보연계

국토정보
시스템

주별

∙(수신) 토지/임야대장 상 ‘국’ 소유의
대장 정보 연계

건축행정
시스템

주별

산림청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월별

우정사업
본부

통합경영
관리시스템

월별

∙(수신) 우정사업본부 특별회계로
 국유재산업무관리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대장 정보
국유재산통합 정보현황 및
연계
대국민포털에 정보공개15)

KAMCO

BPM
시스템

일별

∙(수신) 위탁 관리하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장정보 및 증감·운용 정보 연계

조달청

국유재산
조사관리
시스템

주별

∙(수신) 중앙관서지정, 권리보전 정보 등
 업무관리 국유재산통합 정보
∙(송신) 국유재산대장(기본대장, 토지대장 등) 권리보전내역 현황 제공

행정안전부

새올행정
시스템

수시

∙(송·수신) 국유재산관련 민원(매각,
대부)정보를 연계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사업
정보시스템

연계기관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주요 연계 정보

정보활용내용
 국유재산업무관리
국유재산통합 정보현황 제공

 국유재산대장과 부동산공부
대사 및 대장정보 작업에
활용(‘19년 추진중)
 국유재산대장과 부동산공부
∙(수신) 건축물대장 상 ‘국’ 소유의 대장
대사 및 대장정보 작업에
정보 연계
활용(‘19년 추진중)
∙(수신) 사유림 사유입목 매수 대장 정보
 국유재산업무관리
등을 연계
국유재산통합 정보현황 제공
∙(송신) 산림청 관리 대장 정보 연계

 업무관리 국유재산통합 정보
현황 및 대국민포털에
정보공개16)

 국유재산 민원 정보를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답변
정보를 송신

∙(수신) 직불금 신청 토지정보 및
 농림부에서 국유지 대상
신청자를 연계
직불금 신청자의 부정수급
∙(송신) 신청토지대장에 신청자의
대상 확인
대부정보 연계
∙(주별수신) 부동산종합정보, 토지이용계획
정보 연계
주별/
∙(년별수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GIS지도 상세정보보기에 활용
년1회
정보 연계
∙(주별송신) 국유재산 토지대장정보 연계
수시

 공간정보 + 국유재산을
국가공간정보
∙(수신) 지적도, 주요시설물,
분기별
토지이용규제 등 공간정보 52종 연계17) 융합하여 GIS 지도서비스 활용
통합체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
정보원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오프
라인 ∙(수신) 항공사진 원본 제공18)
(수시)

 GIS에서 항공사진 서비스19)

오프 ∙(수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라인
하이브리드맵20) 수급
(수시)

 GIS지도 위에 하이브리드 맵
서비스21)

오프
라인 ∙(수신) 위성사진 원본 제공22)
(수시)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b, pp.20-23
항공우주
연구원

 GIS에서 위성사진 서비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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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유재산관리시스템(BPM)
□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현황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DB는 일반재산의 계약 및 물건에 대한 모든 정보 보유
∙ 2007년 국유재산 관리자를 위해 개발하였으며, 현재 600명의 시스템 등록자
및 400명의 일일 사용자수를 기록
∙ 관리자별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중요도와 처리 마감 시한에 따라 표시하여
업무의 효율적 처리 도모
∙ 2007년 약 15만 필지에서 현재 약 80만 필지로 증가하여 관리업무량이 과다
하여 차기 시스템은 단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에 중점
∙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주기(2년)에 맞추어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관련 데이터는 모두 DB에 저장
∙ GIS 기반의 조회 및 간단한 분석 가능
∙ 차세대 dBrain의 기능요구에 맞추어 전체적인 일반재산 관리기능 향상 및
GIS 기반의 분석기능 추가를 위한 BPM시스템 고도화사업 진행 중

15) 공개여부 ‘Y’로 수신된 정보공개.
16) 국유재산대장 공개여부 ‘Y’인 정보 만 정보공개.
17) 년 4회(1월, 4월, 7월, 10월) 자료 수신.
18) 매년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촬영, 원본자료 활용 승인을 받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타일링된
항공사진 수신.
19) 현재 ‘10년, ’12년, ‘15년, ’16년 사진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19년 하반기에 ’18년 항공사진 수급 및 서비스
예정.
20) 지하철역(호선별 색상처리, 주요건물 및 지형지물, 국도·순환도로·고속도로 구분 등을 항공사진에 입혀 가독성을
높여주는 지도 정보.
21) 현재 ‘18년, 10월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19년 하반기에 최신 하이브리드 맵 수급 및 서비스 예정.
22) 위성사진은 타일링 된 사진 제공 기관이 없어 타일링작업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
23) 현재 ‘12년, ’16년 사진 서비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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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구성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2018. p.A-272

그림 3-11 | e나라재산과 KAMCO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2018. p.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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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연계 현황
∙ 총 13개 기관(재정정보원,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
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통계청, 서울지방우정청, 국토정
보공사, 한국감정원, 국토지리정보원)과 시스템 및 데이터를 연계
∙ dBrain에 정보 송신시 기본 필드값의 차이로 수기로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많
아 기본 필드값 계산식 공유 필요
표 3-8 | 한국자산관리공사 데이터 연계 현황
연계기관
1

2

3
4

재정정보원

대법원

연계데이터

주기

방식

dBrain

인수재산 정보, 결산정보 등

수시

송수신

e나라재산

국유재산 관련 테이블 데이터

일

송신

-

등기사항증명서

연

수신

등기사건알리미

국유재산 등기 변동 정보

일

수신

전자가족관계 시스템

사망채무자의 상속인 파악

수시

송수신

인터넷 등기소

법인등기사항 정보

수시

송수신

위택스

매각 정보, 대부료 수납 정보

월

송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전송

연계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주민등록자료

연

송수신

국가공간정보포털

토지대장, 이용현황, 공시지가 등

월

송수신

세움터

건축물대장

월

수신

직불금 관리시스템

직불급 수급 고객 및 농지

수시

송수신
송수신

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업 관리시스템

목축용도 사용 정보

수시

6

보건복지부

-

기초수급자 정보

연

송수신

7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정보

연

송수신

8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매입, 매출)

일

송수신

-

사업자등록정보

수시

송수신

9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익자료

연

수신

10

서울지방우정청

e그린

우편발송, 발송결과 등

수시

송수신

측량바로처리센터

측량성과도 등

수시

송수신

11

국토정보공사
(LX)

공가랑

빈집정보 공유

수시

송수신

국토정보 모니터링시스템

드론영상자료 공유

수시

송수신

12

한국감정원

전자계약시스템

계약(대부·매각) 정보

수시

송수신

13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사영상자료

연

수신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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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정사업본부 국유재산시스템(ERP)
□ 시스템 구축 및 활용현황
∙ 우정사업본부 자체 통합경영관리시스템(ERP)에 국유재산 업무 지원 기능이
포함되어 구축·운영
∙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은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며, 별도 네트워크 기반
으로 운용
∙ 자체 국유재산의 관리 및 결산 업무지원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지방 우정청 담
당자 및 경영정보과 담당관이 주로 활용
∙ GIS 기반의 조회/분석/통계 기능은 없으며, 텍스트 기반의 DB로 기본적인 입
력/조회/검토 기능만 제공
∙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나 임대 공간 활용 등 우정사업본부의 국유재산 활용 기
획 및 추진 과정에서 현재의 국유재산시스템의 역할과 활용은 제한적임
∙ 현재 국유재산시스템은 현상 유지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향후 내부 시스
템 개선 등은 비용 등의 문제로 추진이 어려움
□ 정보연계 현황
∙ 현재 국유재산시스템은 dBrain과 e나라재산 시스템에 제한적으로 연계
∙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 증감사유별 (세부)명세서, 국유재산 무상대부 계
산서 등 주로 증감 정보나 종합적 집계(통계) 결과 공유
∙ 외부 중앙관서의 국유재산 정보연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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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 우정사업본부 통합경영관리시스템(ERP) 구성도

자료: 우정사업본부. 2019. p.1

그림 3-13 | 우정사업본부 국유재산 흐름 및 주요기능

자료: 우정사업본부. 201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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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 우정사업본부-재정정보원 데이터 연계 현황
연계
시스템
/ 업무

dBrain

e나라재산

물품

전송
연계정보

상세정보
주기

송수신

국유재산 종목코드

일반토지, 임야, 창고, 잡실 등 재산종목

일
(새벽4시)

수신

국유재산 증감코드

취득, 처분 등 사유

일
(새벽4시)

수신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연월별 국유재산 증감∙보유 현황

년/수시

송신

유가증권증감계산서
(국유재산)

연도말 유가증권 증감∙보유 현황

년/수시

송신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연월별 무상대부 증감∙보유 현황

년/수시

송신

기본대장정보

취득면적/금액, 대장면적/금액 등
국유재산 기본정보

월(15일)

송신

토지대장

지목, 사용실태, 공유 등 토지 부가정보

월(15일)

송신

건물대장

사용실태, 건물구조 등 건물 부가정보

월(15일)

송신

공작물대장

제조정보, 설치정보 등 공작물 부가정보

월(15일)

송신

무체재산대장

등록정보, 권리정보 등 무체재산
부가정보

월(15일)

송신

증감대장

사유, 증감면적/금액 등 국유재산
증감정보

월(15일)

송신

계약정보

계약일자, 거래처, 금액 등
대부/사용허가 계약정보

월(15일)

송신

매각계약

계약일자, 거래처, 금액 등 매각
계약정보

월(15일)

송신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연월별 물품 증감∙보유 현황

년/수시

송신

물품재물조사수급통계결산

연도말 물품 재물조사수급 통계현황

년/수시

송신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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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 시스템 구축 및 활용현황
∙ 국토부 제공 토지대장의 업데이트 주기(연간 2회) 때문에 현행화를 위해 국방
시설통합정보체계 내에 자체 토지대장을 별도로 관리(국토부 토지대장과 비교
기능 제공)
∙ 국토부 세움터와 별개로 국방세움터도 별도로 관리
∙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와 별개로 GIS를 보유하고 있으며, GIS는 국방시설통
합정보체계의 정보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뷰어의 기능을 수행(GIS를 활용한 데
이터 수정 및 편집은 불가)
∙ GIS는 보안상의 이유로 접속 사용자에 따라 표시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제한
∙ GIS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구축하였으며, 구축 및 유지관리비용(약 5
억원) 모두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담(시범사업형태)
∙ 자유도가 높은 통계조건 선정으로 조건에 맞는 대상지 선정 가능(엑셀 파일 형
태로 제공), 차후 GIS 기반 통계기능 개발 예정
∙ 현재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와 GIS는 행정망과 인터넷망을 비롯한 외부망과
보안상의 문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용
□ 정보연계 현황
∙ dBrain과 종합계획 및 특례계획, 결산정보만 연계
∙ 자체 토지대장 및 건축물 정보는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로 연계가 곤란함
∙ 외부 데이터는 용인통합데이터센터를 통해 국방부로 제공(망으로 직접 연결되
어 있지 않으며 중앙관서의 국유재산 정보와 직접적 연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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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 국방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자료: 국방부. 2016. p.4를 재구성

표 3-10 | 국방부-재정정보원 데이터 연계 현황
연계시스템
/ 업무

dBrain

물품

전송
주기
송수신

연계정보

상세정보

국유재산 종목코드

일반토지, 임야, 창고, 잡실 등 재산종목

일(새벽4시)

수신

국유재산 증감코드

취득, 처분 등 사유

일(새벽4시)

수신

국유재산 종합계획확정

회계연도 총괄청에서 확정한 종합계획

년/수시

수신

국유재산 특례계획확정

회계연도 총괄청에서 확정한 특례운용계획

년/수시

수신

국유재산 집행계획확정

회계연도 총괄청 확정 상∙하반기 집행계획

년/수시

수신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연월별 국유재산 증감∙보유 현황

년/수시

송신

유가증권증감계산서

연도말 유가증권 증감∙보유 현황

년/수시

송신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연월별 무상대부 증감∙보유 현황

년/수시

송신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회계연도 취득/처분/관리 등 종합계획 작성내역

년/수시

송신

국유재산 특례계획(안)

회계연도 사용료감면/양여 등
특례운용계획 작성내역

년/수시

송신

국유재산 집행계획(안)

회계연도 상∙하반기 집행계획 작성내역

년/수시

송신

국유재산 종합계획집행실적

회계연도 집행한 취득, 처분 등 총괄현황

년/수시

송신

국유재산 특례계획집행실적

회계연도 사용료감면/양여 등
특례제한법 집행 내역 및 총괄현황(별도)

년/수시

송신

년/수시

송신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연월별 물품 증감∙보유 현황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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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재산관리시스템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유재산의 공공적 활용 확대를 위해 철도재산관리통합시스템 구
축을 위한 ISMP 착수24)(‘19.12월 수립 완료 예정)
∙ 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 24만 필지를 포함한 39만 건의 철도재산(국유
54조원, 공단 62조원, 총 116조원)을 위탁받아 관리
∙ 대체 노선 건설과 영업선 폐지 등으로 발생한 철도 유휴부지 26백만㎡ 중 체육
시설, 자전거도로, 지역주민 주차장, 근린공원, 청년 창업공간, 공공어린이집
등 공공행정목적으로 약 7백만㎡를 활용하고 있음
∙ 철도재산관리통합시스템은 각종 공부와 연계한 오류자료 자동검출, 실시간 집
계,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위치정보 제공 등으로 현재 운용 중인 철도재산
관리시스템을 개선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재산관리 업무재설계, 정부 3개 부처 재산관련 시스
템 데이터 연계 및 통합작업 등을 거쳐 철도재산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ISMP의 핵심 개선과제는 데이터 통합 부문, 업무효율화 부분, GIS 활용 부
문, 서비스 고도화 부문으로 재산관리 업무 및 정보화 개선과제를 도출하였
고, 특히, 데이터 통합 부문은 ①대장 데이터 정비, ②상시 대장데이터 일치
화, ③dBrain 연계, ④외부기관 연계, ⑤임대현황 데이터 정비를, GIS 활용
부문은 재산현황도 GIS 구축 및 민간 배경지도 연동을 개선과제로 도출25)
□ 시스템 구축 및 활용현황
∙ 대부분의 국유재산이 토지(약 26만 필지)이며, 역세권 자산개발도 하고 있음
∙ 약 100여 명의 시스템 사용자 중 국유재산과 관련된 재산관리관은 약 70여 명

24) 충청뉴스. 2019.
25) 한국철도시설공단. 2019b.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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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며, dBrain에 결산 반영
∙ 토지보상을 위한 기능 요구로 인해 토지보상시스템에 GIS 기능 도입
∙ ArcGIS 엔진을 도입하였으나, 업데이트 중단으로 현재까지 9.x 버전을 사용
∙ GIS기능의 배경지도는 Daum 지도 사용
그림 3-15 |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관리업무 기능 구성도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2019a, p.III-3 재구성

□ 정보연계 현황
∙ 차세대 dBrain에서는 dBrain을 중심으로 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 선호
∙ dBrain에서 토지 관리자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국토부 소유의 토지를 지자체
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실제 관리자 파악 불가)
∙ 지자체 소유의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도 소유자 불명확시 지자체로 흡수되는
경우 방지 필요(지자체 소유권 등록 진행 중인 국유재산에 대한 예고제 등 유
예기간 설정으로 타 기관의 이견 제시 기능 도입 필요)
∙ GIS 서버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복수의 엔진 도입 및 사용자 분산 기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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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마트 공간정보포털
□ 포털 구축 및 활용 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직원 용 공간정보의 허브이며, 그래픽을 통해 쉽게
필요한 자료를 검색 및 활용 가능
∙ 스마트 공간정보포털은 GIS뱅크, 후보지분석시스템, 기업입지지원시스템, 도
시재생지원시스템, 산업단지분석시스템, LH Biz-MAP 등으로 구성(2019년
7월 24일 기준)
∙ GIS-BANK를 통해 총 685종26)의 공간 및 속성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
∙ 국유지 자료의 경우는 기본국유지대장을 바탕으로 실제조사 결과 추가
∙ 주택정보, 지가심사체계, 임차료 검증 가능
∙ 공간정보는 ESRI의 Shapefile(.shp)과 OGC의 GeoPackage(.gpkg)파일 형
태로 다운로드가 가능
∙ 개발가능지 추출은 개발잠재력 분석, 개발가능후보지 분석, 보고서 출력의 순
서로 이루어지며, 보고서는 필지 목록과 지장물 목록을 함께 제공
∙ 최신의 다양한 GIS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
□ 정보연계 현황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모든 공개 정보와 LH 내부시스템으로부
터 택지정보시스템 등의 공개 정보를 종합하여 공간정보포털에서 서비스
∙ 16,700건의 공간 및 속성정보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 목록 조회

26)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간정보처 공간정보기획부. 2019. p.21에 따르면, 685종의 정보는 기본공간정보(120종),
토지정보(27종), 주택정보(10종), 국토도시계획정보(186), 환경정보(52종), 문화재정보(29종), 산지정보(39종),
교통정보(12종), 그 외 정보(210종)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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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하며, 공간정보도감 조회 서비스(카테고리별 분류, 상세설명, 테
이블정의서 요약본)를 공간정보 위키를 통해 제공27)
∙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모두 활용하고 있으나 자료를 제공하는 부처와 행정망
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DB에서 소재지, 부처, 세부용도(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으로 변동이 가능한 토지) 등의 자료 연계 요청

그림 3-16 |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 공간정보포털 기능 구성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업무협의회(‘19.7.24)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7)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간정보처 공간정보기획부. 2019.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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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달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 시스템 구축 및 활용현황
∙ 현 시스템은 조달청에서 맡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업무를 원활하
게 수행하기 위한 내부시스템으로 2012년 5월부터 활용
∙ 국유재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능들이 9개의 카테고리(국유재산대장,
중앙관서지정, 전자등기촉탁, 무상귀속협의, 도시관리계획협의, 관리실태점
검, 권리보전, 대체국유지, 국유건물)로 구분되어 제공
∙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권리보전 업무의 하위 메뉴는 신고서작성, 신고서목록,
진행상황, 통계 등으로 구성
∙ 기본 구조는 유휴행정재산 DB 등과 연결된 업무메뉴를 바탕으로 입력, 검색,
기본적인 업무통계 제공
∙ 자체 항공사진 영상DB와 용도지역지구 정보 등이 연결된 지도 메뉴를 통해,
유휴지 사전 도상조사 등에 활용(국유지 활용여부, 현황지목 등)
∙ 용도폐지, 대체국유지 확보, 상호점용 확인 등 e나라재산에서 제공하는 GIS
기반 검색 및 분석 기능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나 낮은 속도 및 필요한 정
보의 부재로 사용률이 저조
□ 정보연계 현황
∙ e나라재산으로부터 기본·토지·건물·무채재산 대장 정보를 주별 수신
∙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시지가(연간 1회), 토지대장 및 지적데이터 (분기 1회) 수신
∙ 국유재산으로 변경된 내역(중앙관서지정, 권리보전 정보 등) e나라재산으로 송신(주별)
∙ DB연계와 관련하여 조달청 내부의 업무 진행 과정 상, 중앙관서 지정이나 권
리보전으로 처리된 정보를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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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용도폐지, 상호점용 확인, 필지 분할, 합병, 대체 국유
지 검색과 같은 업무 수행 시 업무 대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토지의
제한구역 여부, 소유자(공유지, 사유지, 국유지 여부) 등의 정보가 필요(향후
차세대 dBrain 사업에 반영 필요)
∙ e나라재산 토지대장에서 대체 국유지를 찾으면 계약번호만 존재하여 현재 대
체 국유지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차세대 dBrain 사업에 물건별
관리 기능 추가로 세부 정보 확인 기능이 필요
∙ e나라재산을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접속시 속도 저하로 인해 업무 처리
불가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 필요한 연계정보 부재
∙ 일정한 축척 이하로만 기본 지적 정보가 제공되며, 거리뷰와 같은 기능이 없
어 업무 활용도가 떨어짐(카카오,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여 업무 처리 중)

그림 3-17 | 조달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기능 구성도

자료: 조달청과의 업무협의회(‘19.10.16)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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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시스템
□ 시스템 구축 및 활용현황
∙ 국토부는 데이터의 크기가 다른 부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기능은 다양하지
않으나 시스템이 비교적 무거움
∙ 예·결산 시스템에 GIS기능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GIS기능에 대한 시스템
부하감으로 도입에 한계
∙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의 GIS기능은 2007년에 구축되었으나, 이후 GIS기능 개
선에 대한 예산 확보 미비
∙ 일괄정비용 파일 배포, 취합 프로그램 제공(재산관리관에게 결산자료를 내려
주는 기능 등 제공)
∙ GIS기능은 조회기능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며 분석기능은 부재
∙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은 ArcGIS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2007년 구축 후 업
데이트를 하지 않아 9.X 버전을 사용하고 있음
∙ 색으로 국유지, 공유지 등 구분하여 지도에 표현하고 있으며, 무단점유 등 필
요에 의한 사진정보도 함께 제공
∙ 도로관리통합시스템(조회기능), 보상업무관련 기능, 소유권 정비관련 기능,
재산이관 및 활용 기능, 재산정비 기능, 취합·배포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
∙ 시스템 사용자수는 4~500명 정도
∙ 재산관리관의 업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업무 연속성 부족
∙ 국유재산의 활용이나 개발은 소관부서가 따로 있으며, 운영지원과에서는 관리
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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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연계 현황
∙ 대부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서 데이터를 연계하며, 유지보수팀에서 국가
공간정보통합체계 자료를 취득하여, 재산관리관들에게 필요한 자료만 제공
∙ 등기내역과 토지대장 비교 요청이 대부분이며, 공간정보 수요도 내부 재산관
리관만 있음
∙ 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SOC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되고 있음
∙ 차세대 dBrain 구축 완료 후, 양방향 상호정보연계 필요
∙ dBrain에 재산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나, e나라재산의 GIS에는 정보가 없는 경
우가 있음(지적도 연계로 인한 문제로 추측)
∙ 현재로서는 기존의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계획은 부재
∙ GIS기능에 고속국도, 고속도로, 토지이용, 사업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면 업
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GIS기능 업데이트시 적용 예정
∙ 다양한 행정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필요

그림 3-18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기능 구성도

자료: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의회(‘19.11.18)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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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림청 국유재산관리시스템
□ 시스템 구축 및 활용현황
∙ 시스템의 주요 서비스는 국유재산대장관리/재산증감내역관리/중감대장통계,
대부/사용허가/무단점유지 관리, 대부료 관리, 권리보전 조치, 국유재산 관리
계획 작성 및 확정, 통보 서비스, 국유재산 결산 및 보고서 생성/출력 등
∙ 국유재산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실제 사용률은 기본적인 국유재산 결산에 필
요한 내용(엑셀파일 형태) 이외에는 저조한 실정
∙ 국유재산 관련 조회 등은 주로 e나라재산을 활용
∙ dBrain과 중복되지 않는 실태조사, 사유림매수, 분수림관리 등의 기능을 중심
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산림청 자체 GIS시스템과 연계되어 정보 제공28)
∙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 주도의 컨설팅을 통해 고도화 용역 실시 중
그림 3-19 | 산림청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의 응용기능구성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154

28)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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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연계 현황
∙ dBrain에서 대장정보, 기준정보(일선관서, 코드 등)를 수시로 수신
∙ 산림청 관리 대장 정보를 매월 e나라재산에서 수신하고 있으며, 사유림 사유
입목 매수 대장정보 등을 국유재산업무관리 및 국유재산 통합정보 현황 제공
을 위해 e나라재산으로 매월 송신

11) 종합 및 시사점
□ 유관기관별 자체 시스템 운영관리 및 고도화 관련
∙ 유관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자체 시스템을 보유/유지하고 있으나, 단순 업무
처리기능에서 국유재산의 개발·활용 분석 기능까지 보유한 시스템까지 활용도
는 기관별로 상이
∙ 기관별 여건에 따라 고도화 계획이 전무한 기관 혹은 이미 고도화사업이 진행
중인 기관도 있어 그 편차가 큼
∙ 자체 고도화 계획이 있거나 진행 중인 기관도 차세대 dBrain/e나라재산과의
연계성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차세대 dBrain의 고도화사업에 관심
∙ e나라재산의 국유재산 분석·활용 기능의 미흡으로 인해 유관기관의 자체 고도
화사업에 관련 기능 개발이 포함된 경우, 결과적으로 중복 투자 우려
∙ 유관기관의 국유재산 관련 업무부하 해소를 위해 대장정보 등 통합관리시스템 연
계체계 확대 및 고도화 필요(시스템 용량 및 속도 개선으로 업무능률 향상 도모)
□ dBrain 또는 e나라재산과의 데이터 연계 개선 관련
∙ 위임된 업무나 의무적인 보고는 dBrain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시
스템에서 보고를 위한 자료를 생산하여 dBrain에 업로드하여 처리하는 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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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자동화가 미흡한 실정
∙ 연계 데이터, 특히 대장정보는 자동연계 방식으로 되고 있는 기관이 많으나,
우정사업본부, 국방부 등 몇몇 연계기관은 1년에 한 번 정도의 계획과 마감정
보만 연계하고 있어, 자료의 최신성이 낮음
∙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정보 관련 연계데이터의 현행화 주기가 길어, 민간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는 등 업무능률 저하 및 e나라재산 시스템 사용률 감소
∙ 유관시스템(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
적도 등)과의 연계성이 낮아 신속한 정보조회에 한계
∙ 행정재산 및 총괄청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소관청이 확인되는 등 대체부지 확
보와 같은 업무처리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他부처 일반재산,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 및 공공기관 소유의 사유지에 대한 소관청(소유자) 정보 명시 필요
□ 기타 사항
∙ 유휴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조사 결과를 통한 유휴행정재
산의 관서별 보유량, 보유기간 등을 모니터링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다각적 분석기능 필요
∙ 국유재산 시스템 정보조회 시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 세부 선택항목
을 세밀화하고, 주소로 검색할 경우 구 또는 시 등 상위 행정구역 입력시 검색
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 개선 필요
∙ 실태조사 후 첨부파일을 한 번에 여러 건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및 조
사결과 입력 및 저장 단위 건수를 현재 1천건에서 1만 건 단위로 확대 필요(현
재 서버의 제한용량 상향 필요)
∙ 국유재산 관련 자료의 갱신주기, 정보공유 주기, 정보관리자 등이 불투명하여
e나라재산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제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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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토지이용규제 정보조회의 용이성 및 신속성
제고, 국유재산 소송 관련 DB 검색 기능 필요
∙ 국유재산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작업설명서를 알기쉽게 구성하여 재산관리
관에게 제공할 필요

표 3-11 | 유관기관 국유재산 시스템 현황분석 요약

기관
(시스템)

dBrain 및 e나라재산 연계 현황
기능 유무
송수신 여부
(○ 송신, ● 수신, ◎ 송·수신, × 무)

(○ 유, × 무)

대장 결산
계획 민원 마감
정보 변동
내역 등록 정보 정보

GIS

통계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
공간정보포털)

×

×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BPM)

◎

○

×

◎

×

○

○

우정사업본부
(ER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방부
(국방시설
통합정보체계)
조달청
(국유재산
조사관리시스템)
산림청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

○

×

×

×

○

×

주
사용자

타 정보
연계 현황

비고

LH 직원

국가공간
정보통합
체계

국유지
ISMP
사업 중

13개
기관*

고도화
추진
예정

캠코
시스템
등록자
(약 600명)
지방우정청
담당자 및
경영정보과
담당관

텍스트
기반,
독립망
독립망,
연계곤란
(보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재산관리관
(약 400~
500명)

국가공간정
보통합체계,
국토지리
정보원 등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관리관
(철도재산
●
○
×
×
×
○
×
(약 100명)
관리시스템)
* 재정정보원,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통계청, 서울지
방우정청, 국토정보공사, 한국감정원,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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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용수요
1)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업무 활용수요 분석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등 국유재산 관련 정책실무담당자를 대상
으로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도출을 위한 요구사항 조사
(2019.7월)
∙ 기획재정부 국고국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무지원을 위한 시스템 활
용 수요 및 필요 기능 요구사항을 조사·분석(수집된 요구사항 총 77개 항목을
유형화)
□ 국유재산 관리 측면과 국유재산 개발·활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표 3-12 참조)
∙ 국유재산 현황파악을 통한 관리업무는 총 77개 항목 중 53개 항목(68.8%)
∙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업무는 나머지 24개 항목(24.7%)
∙ 도출된 항목 중에는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9가지 구축 방향 내용
(안)에 이미 반영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
□ 기능구현을 위한 기술 분류
∙ 총 77개 항목을 실제 개발을 위한 세부 기술항목으로 분류한 결과, 속성정보
검색기능 62.3%, 공간정보 검색기능 24.7%, DB연계기능 22.1%,분석기능
14.3%, 별도연구 11.7%의 순으로 분류
∙ 35.1%의 항목은 두 개 이상의 복합 기능구현 검토 항목으로 분류
□ 총괄청(기획재정부) 업무혁신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
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업무체계(업무지침, 업무분장, 인력 배치 등)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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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
분류 연번

국유
재산
관리
측면

국유
재산
개발
·
활용
측면

구축방향(안)

관련 요구사항(안)

1

∙他공부와 국유재산 정보를 자동매칭
* 건폐율, 용적율, 토지이용계획, 지가 변동현황, 역세권,
생활SOC 분포 등 입체적 정보를 개발가능 국유지 분석에 활용

∙공부 간 자동매칭(연계)

2

∙지도상 全부처 행정재산 활용 현황 및 계획 조감
* ①유휴 행정재산, ②저활용 재산 ③공공시설 이전·기능
폐쇄 등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 예정인 행정재산 등 확인

∙부처별 행정재산 프로파일
∙행정재산 생애주기 관리
∙국유재산 GIS자료 입력/편집

3

∙노후 국유건물 생애주기 관리
* 청·관사의 안전진단이력, 현황도(동별/층별) 등 정보조회
및 향후 통합 청·관사 수요 분석

∙행정재산 생애주기 관리
∙노후 국유건축물 생애주기

4

∙공부 불일치 해소를 위한 기능 개발
* 총조사시 국유재산대장과 등기대장, 토지(임야) 대장 등
공부 간의 불일치도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

∙공부 불일치 재산 관리
∙DB항목별 통계 프로파일
∙DB항목별 시계열통계
∙DB대장별 기초통계
∙국유재산 다차원 주제도
∙국유재산 GIS자료 입력/편집
∙지도분석 및 관리 기본기능
∙외부데이터 연계 검색
∙개발여건 분석
∙현황탐색 및 변화이력 탐지
∙영상변화(시계열) 비교
∙지도분석 및 관리 기본기능
∙개발여건 분석
∙개발대안 비교 분석
∙유휴자원 분석
∙부지주변 수요추정
∙지역특성 비교
∙부동산 통계현황 분석

5

∙GIS기반의 다층적 국유지 분석 기능
* 용도지역, 역세권, 지형, 접근성 등 다양한 조건으로 물건을
분류·검색하여 화면상 시각화하는 GIS 기능 확보
(예) ‘일반주거지역 + 대지 + 공시지가 1,000만원/㎡ 미만,
+ 지하철 또는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미만 + 면적
300㎡ 이상’으로 검색

6

∙개발·매각·임대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tool 제공
* 공간정보를 활용한 매각·임대·개발가능 등 후보군 조성,
국유지 분석지표 템플릿, 비정형 통계분석 등
의사결정지원 방안 제시

7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 현장에서 ‘조사대상 공부 및 공간정보 조회 →
대부/사용허가 이력 조회 → 실태조사 결과 입력’까지 가능

∙지도분석 및 관리 기본기능

8

∙실시간-3D 국유 건축물 임대 관리
* 국유 건축물 3D 조감 및 경관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동별/층별 임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부지주변 수요추정
∙지역특성 비교
∙부동산 통계현황 분석
∙3D경관분석

9

∙정책·상황 변화시 시스템 기능을 수시로 확장
* 수시로 업무 분석을 거쳐 필요한 시스템을 그때그때
기존시스템에 얹는 형태의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 설계

∙지도분석 및 관리 기본기능
∙입지규제 분석
∙개발잠재력 분석
∙의사결정 종합 보고서
∙미산정 재산 공시지가 추정

자료: 국유재산 관련 업무담당자 요구사항을 재구성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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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기반 국유재산 통합관리 혁신을 위한 개선사항
□ 단일기관에 의한 국·공유재산 정보의 통합관리 필요
∙ 국·공유재산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의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지
속 가능한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
∙ 단일기관에서 물건별 관리, 임대, 개발이 이루어지면 현재 분리되어 여러 기
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복 업무를 줄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통합적
인 관리·활용 가능
∙ 국·공유재산의 사용자(개인, 기업 등) 입장에서도 단일 창구를 상대하기 때문
에 보다 적극적으로 국·공유재산 활용에 참여 가능

□ GIS 기반의 시스템 활용으로 정보의 효율적인 검색 및 분석 필요
∙ DB 위주로 관리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공간적
분포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GIS 기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 증대
∙ GIS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은 각종 정보 및 DB의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
며, 최신 지역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석 기능 제공

□ 국·공유재산의 세부 정보 공개로 민간의 정보 접근 및 활용 증대 강화
∙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 하는 것은 정보를 제한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공유재산이 공공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증대
∙ 물건별 관리를 바탕으로 한 세부 정보의 공개로 사용자(개인, 기업 등)의 다양
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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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시스템 사용기관에게 정보 제출과 갱신의 의무 부여
∙ 국유재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통합 정보 및 분석 기능을 사용하는 기관에게
정보의 제출과 갱신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총괄청의 정보 갱신 부담을 분산
시키고, 사용기관의 통합시스템에 대한 소속감 및 국유재산 관리기관으로의
사명감 증대

□ 국유재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관계 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시스템에 대한 중복 투자 방지
∙ 지자체별 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비슷한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개발하면
서 중복투자 발생
∙ 다양한 분석 기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지원 필요

□ 국유재산의 개발·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유재산시스템의 개선
∙ 개별조회로 인한 업무부하 해소를 위해 관련 대장정보와 국유재산통합관리시
스템의 연계체계 확대 및 고도화 선행 필요
∙ 배경 지도를 비롯한 각종 공간정보의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 계획 수립을 위한 국·공유재산 모니터링 시스템 및 다각적인 통계 분석 기능
∙ 국유재산업무와 관련한 법률 참고 기능 및 소송과 관련한 과거자료 검색기능
∙ 국유재산 개발·활용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료의 적극적 활용과
시장 분석과 같은 민간의 분석방법 도입 필요
∙ GIS 기반의 데이터 관리 및 장소기반의 통합적 접근 및 분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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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정비 및 기관별 DB의 표준화
∙ 他공부와 국유재산 정보를 자동 매칭하고 점진적으로 현행화
∙ 공부 불일치 해소를 위한 기능 개발(제도적 지침 개선 병행)
∙ 지도상 전 부처 행정재산 활용 현황 및 계획 조감
∙ 노후 국유건물 생애주기 관리

□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에 GIS기반의 공간정보기반 의사결정지원 기능을 탑재
∙ GIS기반의 다층적 국유지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기능 개발
∙ 개발·매각·임대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분석 도구 제공

□ 현장업무에 시급한 통합적 기술 도입 및 업무혁신 방안 마련
∙ 현장밀착형 활용성 파악을 위한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 실시간, 3D 기반의 국유재산 건축물 임대 관리
∙ 정책·상황 변화 시 시스템 기능을 수시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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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상

1.국유재산 의사결정지원체계의 목표모델 구상
1) 기본방향
□ 국유재산 의사결정지원체계의 구축목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통한 국
유재산 가치 제고
∙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운용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업무 혁신 및
정책의사결정 지원
∙ 국유재산 활용 극대화를 통한 공공이익 증대를 위한 민간 활용도 제고 및 협력
적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 지원
□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해 산재된 정보를 통합하여 의사결정지원 및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의사결정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통합
제공
∙ 통합된 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여 전체 국유재산의 현황을 쉽게 파
악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계획할 수 있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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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기반의 통합적 접근(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으로 국유재산 및 주변
지역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요 맞춤형 개발 및 활용 확대
∙ 장소기반의 연계 정보 제공으로 국유지의 활용·개발 범위를 확장
∙ 국유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으로 개발 수요의 오판을 방지
하고 해당 국유지 활용 극대화
그림 4-1 |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추진전략
목
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통한 국유재산 가치 제고

추
진
전
략

국유재산 정보 정비 및

국유지 잠재 가치분석 및

국유지 정보

데이터 기반

통합모니터링을 위한

민간개방 및

업무추진방식 도입

유연적 플랫폼 구축

협력적 활용 확대

추
진
과
제

자료: 저자 작성

2) 추진전략
□ [업무혁신] 국유재산 관리·활용 업무를 데이터 기반으로 재설계
∙ 국유재산 업무의 효율성과 계획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현행화된 데이터를 바
탕으로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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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 단축
□ [융합DB활용] 국유재산 통합DB 구축을 위한 국유재산 관련 DB 연계, 표준화 및 인문·
사회 관련 데이터 도입·융합 활용
∙ 데이터 연계 기관과의 연계방법 및 표준화 방안 협의를 통해 국유재산 통합DB
와의 원활한 연계성 확보
∙ 자체 국유재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인구, 경제, 문화 등 인문·사회 관련 정
성·정량적 데이터를 도입하여 종합적인 활용 도모
□ [과학행정지원] GIS 기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다양한 분석기능 개발 및 국유재산의 잠
재적 가치분석 및 통합 모니터링
∙ 기관별로 산재된 국유재산 정보를 통합 모니터링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잠재적
가치 분석
∙ 민간의 고도화된 GIS 기반 분석기능을 도입하여 국유재산의 잠재적 가치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국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정책의사결정 지원
∙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수시로 확장
가능하도록 오픈형 아키텍처 설계(그림 4-2 참조)
□ [협력적 거버넌스] 국유재산 민간 활용도 제고 및 협력적 개발을 위한 정보 공개 및 이
해관계자의 소통 활성화
∙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소통을 위한 정보공개(정보공개수준 및 범
위 설정 후,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유재산 활용 도모)
∙ 국유재산의 협력적 활용을 위한 소통 플랫폼으로서 국유지 포털 고도화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국유재산 통합
관리기관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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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설계
□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정부는 재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정책 의사결정 역량 강화, 재정·수혜정
보 통합공개, 연구자·일반국민 재정정보 활용 개선 등을 목표로 새로운 시스
템(차세대 d-Brain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 완료 예정1)
∙ 기획재정부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유재산 관리
혁신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지원체계 설계

그림 4-2 |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성(안)

자료: 기획재정부. 2019a. p.33

1) 한국재정정보원. 2019f.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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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주요기능 도출
□ 국유재산 업무프로세스 분석, 국유재산 업무담당자 수요조사 결과 및 관계기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활용수
요를 도출하고 해당기능을 정의(부록 2 참조)
∙ 주요 기능(안) 도출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및 국유재산조정과 등
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활용수요 분석결과
및 국유재산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자 인터뷰 결과를 분석
- 수요조사 분석결과, 현재 담당 업무 관점에서 개선되거나 필요한 기능들이 도출
- 이와 함께,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향후 데이터 기반의 업무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주요 기능(안)을 도출
- 활용수요를 업무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기능(안)을 정의한 후, 해당 업
무의 법적 근거 조항, 기능구현 난이도, 해당 기능의 사용빈도, 파급효과, 우선순
위 등을 상·중·하로 정립

∙ 국유재산의 주요 업무프로세스(계획, 취득, 전환, 운용, 개발, 처분, 마감),
현재 e나라재산 업무관리 시스템(공통업무, 관사관리), 통계분석 시스템의 기
능(비정형 데이터 모델 등) 등을 고려하여 업무 유형을 구분
∙ 기능 구현 난이도는 차세대 d-Brain 사업에 이미 반영된 기능을 제외한 총 42
개 항목을 대상으로 함
- 난이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 21개, 중간이 13개, 가장 높은 항목이 8개로 도출
- 기능 구현이 비교적 어렵지 않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관련 정보 구축 및 제공 미
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음을 시사

∙ 기능의 사용빈도는 자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나타낸 것
- 총 62개 항목 중 가장 자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19개, 중간이 13개, 비
교적 자주 이용하지 않을 기능 항목이 13개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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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의 파급효과는 개발·적용 시 국유재산 분야에 미칠 영향을 평가
- 총 62개 항목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큰 기능이 44개, 중간이 13개, 가장 낮은 항목이
5개로 도출

∙ 우선순위는 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고려하여 우선 개발·적용되어야 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개발·적용할 기능들을 구분하여 나타냄
- 총 62개 항목 중 개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항목이 34개, 중간이 23개, 우선순위
가 낮은 항목이 5개로 도출

그림 4-3 | 기능 구현 우선순위와 난이도

자료: 저자 작성
※ ‘기반영’은 차세대 dBrain RFP에 이미 반영되어 추진예정 기능에 해당하며, 파급효과는 기능구현에 따른 실무업무
지원 대상 및 범위, 정책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

□ 활용수요를 바탕으로 필요 기능 분석(표 4-1 참조)
∙ 활용수요를 바탕으로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능을 정
의 및 유형화
- 총 62개의 활용수요에 대응한 29개 항목의 필요 기능 유형 도출
- 활용수요에 대응한 필요 기능을 정리한 결과, 하나의 기능 구축으로 다수의 활용수
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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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활용수요와 기능구현 난이도
사
용
빈
도

파
급
효
과

우
선
순
위

구분

활용수요

필요기능유형

기능
구현
**
난이도

계획
(국유재산
종합계획)

•30년 이상 노후 청·관사 분포,
부처별·지역별 도입계획 취합 등을
바탕으로 통합 청·관사 도입수요 추정
기능 필요

행정재산
생애주기

중

하

상

중

계획
(특례지출
예산서)

•국유재산특례(양여, 장기사용허가,
무상대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이용현황 탐색 기능 필요

현황탐색
변화이력 탐지

-

중

중

중

계획
(점검/조사
계획)

•연동된 대장의 정보를 GIS상에서
확인하여 입력 및 편집하는 기능 필요

GIS 입력/편집

-

상

상

상

계획
(점검/조사
계획)

•총조사를 통해 공부 불일치 문제 정비
기능 추가 필요
•실태조사 데이터의 국유재산시스템 연계
필요
•용도와 다른 국유지(행정재산)의
현황파악 필요

공부 불일치 재산

-

상

상

상

계획
(도시관리
계획협의)

•도시계획 결정·변경 협의 진행상황 및
이력관리 필요

현황탐색
변화이력 탐지

하

상

상

상

계획
(도시관리
계획협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현황(최초 지정일,
계획 수립일자, 장기 미집행 일몰예정일
등) 파악 필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국유재산의
분포, 시설종류, 시설결정일,
실제집행여부, 향후예정물량 등의 파악
필요

입지규제

-

상

상

상

취득
(비축토지
매입)

•비축토지의 현황(부지조성, 소유권 이전,
사용예약 등) 파악 필요
•향후 개발을 위해 미리 매입할 필요가
있는 전국의 다른 필지 검색기능 필요

부동산 통계현황

-

상

상

상

취득

•공용재산 취득사업 중 통합 청·관사
등의 복합개발 가능성 확인하기 위한
청사별 관할구역 및 입지모델 구현 필요

지역특성 비교

상

중

중

중

취득
(무상취득
대상검토)

•무상귀속관련 사전협의 진행상황 및
협의결과 이력관리 필요

현황탐색
변화이력 탐지

하

중

중

상

취득
(무상취득기부채납)

•기부채납 받은 재산현황(기부채납자,
계약체결일자, 준공일자, 기부금액,
무상사용기간 등) 필요

DB대장별
기초통계

하

하

중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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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활용수요와 기능구현 난이도(계속)
구분

활용수요

필요기능유형*

기능
구현
**
난이도

사
용
빈
도

파
급
효
과

우
선
순
위

전환
(사용승인)

•부처 사용승인 요청시 해당부지와 부처
필요조건의 정합률 표시 필요

행정재산
프로파일

중

상

상

상

전환
(용도폐지)

•부처의 이전·신축사업 완료 후 종전
부동산 반납(용도폐지) 이행여부 확인
필요

행정재산
프로파일

하

하

하

중

전환
(관리전환)

•면적, 위치, 규모, 주변 인프라 고려시
해당지역 수요기관 파악 필요

부지주변
수요추정

중

중

상

중

전환
(관리전환)

•부처 관리전환 요구시 공공용시설
해당여부 자동 확인 후 신청가능 기능
필요

행정재산
프로파일

하

중

상

상

전환
(교환 및
환지)

•사용허가(대부) 또는 교환·매각된
재산의 공익적 활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방에 대한 정보(지자체,
사회적 경제조직 여부 등) 관리 필요

현황탐색
변화이력 탐지

하

중

상

중

전환
(교환 및
환지)

•부처에서 지자체 또는 사인과 행정재산
교환시 시스템에서 총괄청으로 자동
통보되는 기능 필요

행정재산 교환

하

중

상

상

운용
(대부/사용
허가검토)

•최근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이 제정되어 국유재산을 입체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현황파악 필요

DB대장별
기초통계

하

하

중

중

운용
(대부/사용
허가검토)

•무상대부 국유재산의 대부기간,
감면규모, 활용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필요

현황탐색
변화이력 탐지

-

중

중

중

운용
(대부/사용
허가)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물건별 관리
필요

현황탐색
변화이력 탐지

-

중

상

상

•무단점유 물건별 관리 필요

현황탐색
변화이력 탐지

-

상

상

상

운용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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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활용수요와 기능구현 난이도(계속)
사
용
빈
도

파
급
효
과

우
선
순
위

구분

활용수요

필요기능유형

기능
구현
**
난이도

운용
(실태조사)

•국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축사 등 현황
필요

DB대장별
기초통계

하

상

상

상

운용
(실태조사)

•현장에서 '조사대상 공부 및 공간정보
조회', '대부/사용허가 이력 조회',
'실태조사 결과 입력' 필요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

상

상

상

개발

•개발 후 건축물 모습 주변지역 상황과
연계한 예상경관(3D) 확인기능 필요

3D 경관분석

중

중

상

하

개발

•개발제안 가능한 미활용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현황, 건물현황,
입지현황, 개발가능규모 등을 반영하여
개발여건 비교분석 필요

개발 잠재력

-

중

상

상

개발

•신규사업 선정시 공용재산의 노후, 안전,
협소율 기준 적용하여 대상사업 선정
필요

행정재산
생애주기

중

중

중

중

개발

•인구, 생활SOC 도입 예상지 분포, 활용
가능한 국유지 분포, 접근성 등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지도상 에서
수요를 추정하는 기능 필요

국유재산
다차원 주제도

중

중

상

상

개발

•개발 전·후의 시계열적인 변화 모습을
영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 필요

영상변화
(시계열) 비교

상

중

상

하

개발

•유휴 청·관사 등의 위탁개발·복합개발
등의 타당성 산출 필요

유휴자원 분석

상

하

상

중

개발

•인구 및 연면적 등을 활용한 개발가능
부지 탐색 기능 필요

개발여건 분석

-

중

중

상

개발

•특정 국유지를 중심으로 한 배후지역에
대한 정보(거주 또는 유동인구 수,
관공서 현황, 학교 현황, 지하철, 버스
등 교통현황) 검색 필요

외부 데이터
연계검색

중

중

상

상

개발

•용도지역, 역세권, 지형, 접근성 등
다양한 조건으로 물건을 분류·검색하여
화면상 시각화하는 GIS 기능 확보 필요

지도분석
관리 기본기능

중

중

상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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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활용수요와 기능구현 난이도(계속)
사
용
빈
도

파
급
효
과

우
선
순
위

구분

활용수요

필요기능유형

기능
구현
**
난이도

개발

•전국 국유지 및 인접지의 필지별
기본정보(용도지역, 공시지가, 시세,
토지형태, 관리청 또는 소유자, 지장물
등) 검색기능 필요

지도분석
관리 기본기능

상

중

상

상

개발

•개발제안 가능한 미활용 재산의
개발잠재력 분석을 위해 토지 및 건물
현황과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발 가능한 규모와 형태를 제안할 필요

개발대안
비교분석

상

중

상

상

처분
(매각)

•용도지정 매각재산의 이력관리 시스템이
필요

현황탐색
변화이력 탐지

-

상

상

상

처분
(매각)

•기금, 특별회계에서 재산 매각시 협의가
없으면 매각을 제한하는 기능설정 필요
•국유 일반재산 매각시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제기된 사항이 있을 경우
매각을 자동중지 시키도록 설정 필요

매각제한

하

중

상

상

처분
(매각)

•예상매각 또는 임대가격, 용도·규제
변경에 따른 가격의 변화, 표준공사비
등을 반영한 창출 가능한 수익 산정 필요

공시지가 추정

상

중

상

중

처분
(양여)

•양여된 국유재산이 국가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더라도 추적조회가
가능한 기능 필요

현황탐색
변화이력 탐지

하

하

중

중

*

마감
(관리운용
보고)

•각 부처의 지역별 근무인원 및
관사종류별 수량, 사용인원 현황 파악
필요

행정재산
프로파일

하

중

상

중

마감
(관리운용
보고)

•총괄청의 관리기능으로 각 회계연도별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 종류별·구분별
국유재산의 증감원인 등 파악 필요

DB항목별 통계
(프로파일/시계열
통계)

-

하

하

중

마감
(관리운용
보고)

•구내 매점·식당의 관리위탁 계약 현황
파악이 필요

행정재산
프로파일

하

중

중

중

마감
(유휴행정
재산보고)

•전기·가스·수도사용량 등을 활용하여
유휴/저활용 추정 행정재산 파악이 필요

행정재산
프로파일

중

중

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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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활용수요와 기능구현 난이도(계속)
사
용
빈
도

파
급
효
과

우
선
순
위

구분

활용수요

필요기능유형

기능
구현
**
난이도

마감
(유휴행정
재산보고)

•유휴 청·관사에 대한 지자체 수요 파악
필요

유휴자원 분석

-

중

중

상

마감
(유휴행정
재산보고)

•특별회계·기금재산 중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 필요

유휴자원 분석

-

하

중

중

관사관리
(관사대장
관리)

•부처별 기숙사·관사 보유현황 파악 필요

행정재산
프로파일

하

중

상

중

관사관리
(관사대장
관리)

•청·관사 노후도 관리 및 통합 청·관사
소요 예측 시스템 필요

행정재산
생애주기

중

상

상

상

공통업무
(자료정비)

•자체 회계시스템 사용부처(국방부, 우본
등)와 국유재산대장 연계 필요

공부 자동매칭

중

중

상

중

공통업무
(자료정비)

•지적공부와 통합관리시스템간의 정보
현행화 주기단축, 미일치시
재산관리자에게 통보/수정조치 요구
필요

공부 자동매칭

하

상

상

상

공통업무
(재산관리
현황)

•부처별 전국 공용재산 보유현황 파악
필요

행정재산
프로파일

하

상

상

상

공통업무
(재산관리
현황)

•청사 수급계획 조정을 위해 부처별
청사의 1인당 전용면적 현황 필요

행정재산
프로파일

하

중

하

하

공통업무
(자료정비)

•해외소재 국유재산의 부처별 보유현황,
면적, 신축연도(노후도), 가격 등의
파악을 위해 자료연계 필요

공부 자동매칭

상

하

하

하

공통업무
(재산관리
현황)

•임차청사 매입 또는 신축 전환을 위해
월간·연간 임대료 지급 현황 필요

DB항목별 통계
(프로파일/시계열
통계)

하

하

중

중

공통업무
(자료정비)

•수작업으로 등록 중인 dBrain
미사용기관 국유재산 정보 자동 연계
필요

공부 자동매칭

중

상

상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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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활용수요와 기능구현 난이도(계속)
사
용
빈
도

파
급
효
과

우
선
순
위

구분

활용수요

필요기능유형

기능
구현
**
난이도

공통업무
(재산관리
현황)

•직권 용도폐지된 국유지의 활용(매각,
대부 등)비율, 미활용 원인 등의 파악
필요

DB항목별 통계
(프로파일/시계열
통계)

하

하

하

중

공통업무
(재산관리
현황)

•관리청 이관시기, 용도폐지시기 등
조회기능 필요

행정재산
생애주기

-

중

상

상

공통업무
(재산관리
현황)

•재건축 또는 청사이전으로 개발이
가능한 재산현황 파악 필요

행정재산
생애주기

하

중

상

상

공통업무
(재산관리
현황)

•청·관사 노후정도 파악 필요

노후 건축물
생애주기

-

중

상

상

*

비정형
데이터
모델
(대장)

•토지대장, 건물대장, 입목죽대장,
기계기구대장, 공작물대장,
선박/항공기대장, 무체재산대장,
유가증권대장, 자산/토지공사 토지대장
별 기초통계 제공 필요

DB대장별
기초통계

-

상

상

중

일반

•GIS이용성 제고를 위해 포털과 연계한
상용지도(Kakao,Naver) 도입을 통해
편의성 증대필요

지도분석
관리 기본기능

하

상

상

상

일반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종합 보고서 자동 구성
및 출력·저장 기능 필요

의사결정
종합보고서

중

상

상

중

일반

•특정 국유지의 대장가액(dBrain상의
금액) 및 재산가액(공시지가 반영) 조회
기능 필요

공시지가 추정

-

상

상

상

일반

•수시로 업무 분석을 거쳐 필요한
시스템을 기존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는
형태의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 설계 필요

업무 시스템
확장

-

상

상

상

일반

•입체건축물 형태로 조감 및 건축물의
지역별·동별·층별 임대상황 및 향후
이용계획 관리 기능 필요

3D 경관분석

상

중

상

하

* 필요기능에 대한 설명은 부록2 참조
** 기능구현 난이도가 분석되지 않은 항목(-)은 차세대 dBrain사업에 이미 반영된 기능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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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 활용수요에 대응한 필요기능 유형 도출
구분

활용수요

마감(관리운용보고)

총괄청의 관리기능으로 각 회계연도별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 종류별·구분별 국유재산의 증감원인 등 파악 필요

공통업무
(재산관리현황)

임차청사 매입 또는 신축 전환을 위해 월간·연간 임대료 지급
현황 필요

공통업무
(재산관리현황)

직권 용도폐지된 국유지의 활용(매각, 대부 등)비율, 미활용
원인 등의 파악 필요

비정형데이터
모델(대장)

토지대장, 건물대장, 입목죽대장, 기계기구대장, 공작물대장,
선박/항공기대장, 무체재산대장, 유가증권대장,
자산/토지공사 토지대장별 기초통계 제공 필요

운용
(대부/사용허가검토)

최근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이 제정되어
국유재산을 입체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현황파악 필요

취득
(무상취득-기부채납)

기부채납 받은 재산현황(기부채납자, 계약체결일자,
준공일자, 기부금액, 무상사용기간 등) 필요

운용(실태조사)
개발

필요기능 유형

➡

DB항목별통계
(프로파일/
시계열 통계)

➡

DB대장별
기초통계

➡

국유재산 다차원
주제도

➡

공부 자동매칭

➡

행정재산
프로파일

국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축사 등 현황 필요
인구, 생활SOC 도입 예상지 분포, 활용 가능한 국유지 분포,
접근성 등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지도상 에서 수요를
추정하는 기능 필요
수작업으로 등록 중인 dBrain 미사용기관 국유재산 정보 자동
연계 필요

공통업무(자료정비)

지적공부와 통합관리시스템간의 정보 현행화 주기단축,
미일치시 재산관리자에게 통보/수정조치 요구 필요
자체 회계시스템 사용부처(국방부, 우본 등)와 국유재산대장
연계 필요
해외소재 국유재산의 부처별 보유현황, 면적,
신축연도(노후도), 가격 등의 파악을 위해 자료연계 필요

마감(관리운용보고)

구내 매점·식당의 관리위탁 계약 현황 파악이 필요

마감
(유휴행정재산보고)

전기·가스·수도사용량 등을 활용하여 유휴/저활용 추정
행정재산 파악이 필요
부처 사용승인 요청시 해당부지와 부처 필요조건의 정합률
표시 필요
부처 관리전환 요구시 공공용시설 해당여부 자동 확인 후
신청가능 기능 필요
각 부처의 지역별 근무인원 및 관사종류별 수량, 사용인원
현황 파악 필요

전환(사용승인)
전환(관리전환)
마감(관리운용보고)
공통업무
(재산관리현황)
관사관리
(관사대장관리)
공통업무
(재산관리현황)
전환(용도폐지)

부처별 전국 공용재산 보유현황 파악 필요
부처별 기숙사·관사 보유현황 파악 필요
청사 수급계획 조정을 위해 부처별 청사의 1인당 전용면적
현황 필요
부처의 이전·신축사업 완료 후 종전 부동산 반납(용도폐지)
이행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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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 활용수요에 대응한 필요기능 유형 도출(계속)
구분

활용수요

관사관리
(관사대장관리)

청·관사 노후도 관리 및 통합 청·관사 소요 예측 시스템 필요

계획
(국유재산종합계획)

30년 이상 노후 청·관사 분포, 부처별·지역별 도입계획 취합
등을 바탕으로 통합 청·관사 도입수요 추정 기능 필요

개발

신규사업 선정시 공용재산의 노후, 안전, 협소율 기준
적용하여 대상사업 선정 필요

필요기능 유형

➡

행정재산
생애주기

공통업무
(재산관리현황)

관리청 이관시기, 용도폐지시기 등 조회기능 필요

공통업무
(재산관리현황)

재건축 또는 청사이전으로 개발이 가능한 재산현황 파악 필요

공통업무
(재산관리현황)

청·관사 노후정도 파악 필요

➡

노후 건축물
생애주기

계획(점검/조사계획)

•총조사를 통해 공부 불일치 문제 정비 기능 추가 필요
•실태조사 데이터의 국유재산시스템 연계 필요
•용도와 다른 국유지(행정재산)의 현황파악 필요

➡

공부 불일치 재산

계획(점검/조사계획)

연동된 대장의 정보를 GIS상에서 확인하여 입력 및 편집하는
기능 필요

➡

GIS 입력/편집

개발

용도지역, 역세권, 지형, 접근성 등 다양한 조건으로 물건을
분류·검색하여 화면상 시각화하는 GIS 기능 확보 필요

개발

전국 국유지 및 인접지의 필지별 기본정보(용도지역,
공시지가, 시세, 토지형태, 관리청 또는 소유자, 지장물 등)
검색기능 필요

➡

지도분석 관리
기본기능

일반

GIS이용성 제고를 위해 포털과 연계한 상용지도(Kakao,
Naver) 도입을 통해 편의성 증대필요

개발

특정 국유지를 중심으로 한 배후지역에 대한 정보(거주 또는
유동인구 수, 관공서 현황, 학교 현황, 지하철, 버스 등
교통현황) 검색 필요

➡

외부데이터
연계검색

개발

인구 및 연면적 등을 활용한 개발가능 부지 탐색 기능 필요

➡

개발여건 분석

개발

개발제안 가능한 미활용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현황,
건물현황, 입지현황, 개발가능규모 등을 반영하여 개발여건
비교분석 필요

➡

개발대안
비교분석

➡

유휴자원 분석

마감
(유휴행정 재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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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청·관사에 대한 지자체 수요 파악 필요

개발

유휴 청·관사 등의 위탁개발·복합개발 등의 타당성 산출 필요

마감
(유휴행정
재산보고)

특별회계·기금재산 중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
필요

표 4-2 | 활용수요에 대응한 필요기능 유형 도출(계속)
구분

활용수요

종합계획
(특례지출예산서)

국유재산특례(양여, 장기사용허가, 무상대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이용현황 탐색 기능 필요

운용
(대부/사용허가검토)

무상대부 국유재산의 대부기간, 감면규모, 활용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필요

처분(양여)

양여된 국유재산이 국가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더라도
추적조회가 가능한 기능 필요

전환(교환 및 환지)

사용허가(대부) 또는 교환·매각된 재산의 공익적 활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방에 대한 정보(지자체, 사회적
경제조직 여부 등) 관리 필요

처분(매각)
운용(변상금)

용도지정 매각재산의 이력관리 시스템이 필요

➡

현황탐색
변화이력
탐지

무단점유 물건별 관리 필요

운용(대부/사용허가)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물건별 관리 필요

취득
(무상취득대상검토)

무상귀속관련 사전협의 진행상황 및 협의결과 이력관리 필요

계획
(도시관리
계획협의)

필요기능 유형

도시계획 결정·변경 협의 진행상황 및 이력관리 필요

개발

개발 전·후의 시계열적인 변화 모습을 영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영상변화(시계열)
비교

전환(관리전환)

면적, 위치, 규모, 주변 인프라 고려시 해당지역 수요기관 파악
필요

➡

부지주변
수요추정

취득

공용재산 취득사업 중 통합 청·관사 등의 복합개발 가능성
확인하기 위한 청사별 관할구역 및 입지모델 구현 필요

➡

지역특성 비교

취득
(비축토지매입)

•비축토지의 현황(부지조성, 소유권 이전, 사용예약 등) 파악
필요
•향후 개발을 위해 미리 매입할 필요가 있는 전국의 다른 필지
검색기능 필요

➡

부동산 통계현황

계획
(도시관리계획협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현황(최초 지정일, 계획 수립일자, 장기
미집행 일몰예정일 등) 파악 필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국유재산의 분포, 시설종류,
시설결정일, 실제집행여부, 향후예정물량 등의 파악 필요

➡

입지규제

개발

개발제안 가능한 미활용 재산의 개발잠재력 분석을 위해 토지
및 건물 현황과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발 가능한
규모와 형태를 제안할 필요

➡

개발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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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 활용수요에 대응한 필요기능 유형 도출(계속)
구분

활용수요

필요기능 유형

일반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종합
보고서 자동 구성 및 출력·저장 기능 필요

➡

의사결정
종합보고서

일반

특정 국유지의 대장가액(dBrain상의 금액) 및
재산가액(공시지가 반영) 조회 기능 필요

➡

공시지가 비교

예상매각 또는 임대가격, 용도·규제 변경에 따른 가격의 변화,
표준공사비 등을 반영한 창출 가능한 수익 산정 필요

➡

공시지가 추정

➡

3D 경관분석

처분(매각)
일반

입체건축물 형태로 조감 및 건축물의 지역별·동별·층별
임대상황 및 향후 이용계획 관리 기능 필요

개발

개발 후 건축물 모습 주변지역 상황과 연계한 예상경관(3D)
확인기능 필요

운용(실태조사)

현장에서 '조사대상 공부 및 공간정보 조회', '대부/사용허가
이력 조회', '실태조사 결과 입력' 필요

➡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기금, 특별회계에서 재산 매각시 협의가 없으면 매각을
제한하는 기능설정 필요
•국유 일반재산 매각시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제기된
사항이 있을 경우 매각을 자동중지 시키도록 설정 필요

➡

매각제한

전환(교환 및 환지)

부처에서 지자체 또는 사인과 행정재산 교환시 시스템에서
총괄청으로 자동 통보되는 기능 필요

➡

행정재산 교환

일반

수시로 업무 분석을 거쳐 필요한 시스템을 기존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는 형태의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 설계 필요

➡

업무시스템 확장

처분(매각)

자료: 저자 작성

□ 업무유형별 기능 정의 및 사용자 정의
∙ 총 29개 기능을 정의하고, 해당 기능별 사용자 유형을 분석(표 4-3)
- 29개 기능은 개발·활용(11), 행정재산 관리·활용(6), GIS/지도(3), DB 통계(2),
공부관리(2), 재산이력 관리(1), 매각제한(1), 현장지원(1), 시스템 설계(1),
3D(1)의 순으로 구분 가능
- 기능구분의 상위를 차지한 개발·활용 및 행정재산 관리·활용 항목은 현재 국유재산
시스템의 부족한 기능을 대변

∙ 정의된 기능은 한 가지 업무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의 활용수
요에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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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필요기능 정의 및 사용자 분류
구분

기능유형

사용자

인구 및 연면적 등과 같은 개발여건과 관련한
데이터를 활용한 탐색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사업담당자

지역특성 비교

복합개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지모델 구현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조달청/캠코 위임담당자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중간보고기관 담당자
•비축토지공급자

개발대안
비교분석

다양한 현황을 바탕으로 복수의 개발제안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사업담당자

공시지가 추정

수익 산정을 위한 필요정보 조회 및 조건 변화에
따른 수익재산정 기능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중간보고기관담당자

공시지가 비교

대장가액 및 재산가액 조회·비교 기능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의사결정
종합보고서

사용자 업무별 의사결정 종합 보고서 작성, 출력,
공유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외부데이터
연계검색

활용 가능한 외부데이터(거주인구, 유동인구, 기관
현황, 교통현황 등)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사업담당자

입지규제

입지규제의 종류와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정보를 검색 및 지도화 하는 기능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조달청 위임담당자

개발 잠재력

토지 및 건물 현황, 입지여건을 종합하여
개발잠재력을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규모와 형태를
제안하는 기능

•사업담당자

비축토지의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매입 가능한
필지 검색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조달청/캠코 위임담당자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중간보고기관 담당자
•비축토지공급자

개발 전·후 변화 모습을 영상화 하는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사업담당자

개발여건 분석

개발·활용

기능설명

부동산
통계현황

영상변화
(시계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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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필요기능 정의 및 사용자 분류(계속)
구분

행정재산
관리·활용

GIS/지도

기능유형

기능설명

유휴자원 분석

유휴 행정재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리상황 점검,
지자체 청·관사 수요 파악, 개발 타당성 산출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중간보고기관 담당자

부지주변
수요추정

면적, 위치, 규모, 주변 인프라를 고려한 수요기관
파악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중간보고기관 담당자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노후 건축물
생애주기

국유건축물(청·관사) 생애주기(노후도) 검색 기능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행정재산 교환 시 자동통보 기능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중간보고기관담당자

행정재산
생애주기

행정재산과 관련한 통합정보를 바탕으로 소요예측
및 사업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사업담당자

행정재산
프로파일

부처별 행정재산의 프로파일을 통해 모든
행정재산과 관련한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중간보고기관 담당자
•실태조사자
•조달청 위임담당자

GIS 입력/편집

GIS상에서 연동된 대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입력 및 편집 기능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중간보고기관 담당자
•조달청 위임담당자
•총괄청 재산관리관

국유재산
다차원 주제도

국유재산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계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도 생성 기능

•사업담당자
•캠코 위임담당자

지도분석
관리기본기능

상용지도 수준의 기본 지도와 더불어 국유지
기본정보 및 다양한 주변 여건(지형, 접근성,
역세권, 용도지역 등)을 바탕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사업담당자
•중간보고기관 담당자
•재정책임관

DB대장별
기초통계

DB로 구축되어 있는 대장별 기초통계의 제공과
함께 입체공간 현황, 취득, 운용과 관련한
재산현황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중간보고기관담당자
•사업담당자

DB항목별 통계
(프로파일/
시계열통계)

항목별 통계 프로파일 및 시계열통계를 바탕으로
지정한 검색조건 및 지도상의 선택에 맞추어
연도·항목·기관별 각종 통계를 제공하는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중간보고기관담당자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행정재산 교환

DB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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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표 4-3 | 필요기능 정의 및 사용자 분류(계속)
구분

기능유형

기능설명

사용자

공부 자동매칭

dBrain 미사용기관 및 자체 회계시스템
사용부처와 국유재산 정보(재산대장)가 연계되어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공부 불일치
재산

총조사 또는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부
불일치 재산을 정비할 수 있는 기능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중간보고기관 담당자
•조달청 위임담당자
•총괄청 재산관리관

공부관리

재산이력
관리

현황탐색
변화이력 탐지

종합계획, 운용, 처분, 취득, 도시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현황탐색 및 물건별 변화이력 탐지 기능

•총괄청 재산관리관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사업담당자
•중간보고기관 담당자
•재정책임관

매각제한

매각제한

재산매각 진행시 총괄청에서 요구하는 협의 미비,
제기된 소송 사항 존재 시 매각 진행 중지 기능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중간보고기관담당자

현장지원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모바일을 활용하여 조회 및 결과 입력 기능

•현지조사자

시스템
설계

업무시스템
확장

추가 업무수요에 따라 시스템 확장이 가능한
기능설계

•전체 사용자

3D

3D 경관분석
건축물 관리

3D로 조감이 가능한 경관분석 기능과
건물정보모델(BIM)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 기능

•사업담당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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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방향
1) 기본방향
□ 데이터 기반의 국유재산 업무 관리 혁신에 활용
∙ 국유재산 업무(계획, 취득, 전환, 운용, 개발, 처분, 마감)를 데이터 기반으
로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보 구축 및 활용 가능
- 국유재산 생애주기를 고려한 이력, 관련 업무 수행 지식 등 관리 가능
- 각 중앙관서 국유재산 정책실무자를 지원

□ 국유재산 종합계획 등 주요 국유재산 정책지원에 활용
∙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이 활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SOC,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지역개발사업, 유휴재산 활용계획 등과 연계하여 국유재산 활용 관련
의사결정 지원 필요
- 정부에서 구축·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국유재산 해당지역 및 주변 지역
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잠재가치를 분석하고 유관 정책과
연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주로 총괄청(기획재정부) 등 정책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조직을 지원

□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플랫폼으로, 국유재산 관리 및 정책 지원을 위한 기
능이 순차적으로 개발되면 해당 시스템에 탑재
-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응하여, 해당 분석 및 정책시뮬
레이션 모델이 개발되면,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으로 설계
- 각종 분석 모듈이 탑재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이 설계되어야 하며, Open-API 기능 등 해당 분석기능을 유관 시스템에서도 활용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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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 시나리오1(예시) : 생활SOC 시설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계획 지원
□ 분석개요
∙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대상 국유지 59개소 중 1개소를 선
정하여,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응용시스템의 주요 분석기능 시범 구상
∙ 국유재산 개발계획 작성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활용사례로서 생활
SOC 관련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 시나리오 제시

□ 대상지역
∙ 시스템 활용 예시를 위한 국유지는 제주특별자치시도 제주시 임항로 277(건입
동 673-11)에 위치한 구 출입국관리소 필지
∙ 국유지 공모전 웹사이트에서 토지현황, 건물현황, 도시계획조례 관련 정보 수집
그림 4-4 | 공모대상 국유지 위치 및 항공사진

SITE

공모대상지 위치

항공사진

지도상 위치
지도상 상세 위치
자료: 국유재산 개발·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 홈페이지(http://www.국유지.com, 2019년 11월 29일 검색),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http://map.vworld.kr/, 2019년 11월 29일 검색)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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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 공모대상 국유지 현황
토지현황

건물현황

면적(㎡)

지목

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
방화지구,
시가경관지구

공시지가(원)

954.4

대

연면적(㎡)

건축형태

준공시점

안전진단

1,824.81

철근조(지상3층)

1982

-

1,123,000

준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1류(접합),
소로1류(접합), 소로2류(접합)

토지이용계획

자료: 국유재산 개발·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 홈페이지. http://www.국유지.com (2019년 11월 29일 검색)

표 4-5 | 공모대상 국유지 법률적 검토(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건폐율/용적률

높이

건축가능시설

불허용도

60%이하 /500%이하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준주거지역 허용 건축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제외) 등

자료: 국유재산 개발·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 홈페이지. http://www.국유지.com (2019년 11월 29일 검색)

□ 생활SOC 이용 여건 분석(예시)
∙ 국토정보플랫폼을 활용한 현황분석
-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생활SOC 접근성 지표를 활용하여, 대상지로부터
10km 내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 어린이집 등 20개 시설 중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14개 시설을 대상으로 분석
표 4-6 | 지역·시설별 평균 접근성
어린이집
대상지
제주시
전국

2.08
2.47
5.31

체육시설
대상지
제주시
전국

4.79
5.32
7.59

유치원
3.03
3.25
4.16

지진옥외
대피소
3.52
5.51
4.12

초등학교
3.03
2.72
3.89

종합
병원
5.56
17.42
20.92

주차장
2.64
3.58
7.37

응급의료
시설
5.56
17.42
14.68

노인여가
복지시설
9.54
20.01
17.11

병원
6.38
4.11
12.99

자료: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2019년 11월 2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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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문화
시설
3.02
4.02
9.35

의원
3.03
6.42
7.84

도서관
5.31
6.60
10.14

보건기관
6.01
3.64
3.72

그림 4-5 | 인구 및 평균 접근성 예시(500m 격자)

전체인구 분포(369,748명)

고령인구 분포(46,487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약 7km)

보건기관 접근성(약 4km)

자료: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2019년 11월 29일 검색)

∙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플러스)를 활용한 현황분석
- 연도별 인구의 변화 및 인구 증감률(%)을 웹에서 직접 확인 가능
그림 4-6 | SGIS플러스를 활용한 인구 및 인구 증감률 확인

연도별 인구 및 인구변화

연도별 인구 증감률(%)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sgis.kostat.go.kr/ (2019년 11월 2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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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현황분석
- 현재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상
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기능을 활용하여 대상지가 창업공간으
로 활용될 가능성을 분석
- 대상지를 기준으로 하여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 최대반경(1.5km)
을 적용하여 분석 수행
그림 4-7 |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현황분석

상권분석 반경(1.5km)

월별 유동인구

연령별 유동인구

요일별 유동인구

상권분석

상권평가등급

자료: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http://sg.sbiz.or.kr/ (2019년 11월 2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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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잠재력 분석 결과
∙ 대상 국유지는 위치적으로 생활SOC 접근성이 취약하며, 거주 인구 감소 및 고
령화 가속화 지역
- 배후 거주 및 유동인구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용도 결정에 반영
- 주변 10km 이내 369,748명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으며, 노인인구(65세 이상)는
46,487명으로 고령자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여 2019년 현재 2000년 대비 2배 증가

∙ 준주거, 고도지구, 방화지구, 경관지구 등에 해당하며 소규모 부지로 교육시
설이나 복지관 같은 거점시설이 입지하기에는 어려움
- 커뮤니티 시설 또는 민간운영 가능 소규모시설 후보지로 검토
- 대상지 건입동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상권분석시스템의 유동인구는 2018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급등하였으나, 이후 지
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40대 이상이 약 67%를 차지하고 장년층과 노년층이
주로 활동

∙ 상권평가 결과, 대상지 상점 면적당 매출액과 평균 결제금액이 높아 대상지 주
변지역의 구매력은 높은 편, 하지만 점포별 매출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소수
의 상점에 매출이 집중
- 대상지 주변지역의 상권등급은 3등급으로서, 상권이 적당히 활성화된 지역

□ 업무기능에 따른 보고서 산출기능
∙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를 여러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취득하여 의사결정을 위
한 자료를 종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에 따른 관련 정보가 바로 생성될 수
있도록 자동화
∙ 개발 후보지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동으로 보고서를 산출하는 기
능 탑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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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 개발후보지 분석 결과 보고서(예시)

자료: 국유재산 개발·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 홈페이지(http://www.국유지.com, 2019년 11월 29일 검색), 국토정보플
랫폼(http://map.ngii.go.kr/, 2019년 11월 29일 검색),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kostat.go.kr/, 2019
년 11월 29일 검색),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 2019년 11월 29일 검색), Mountain Park
Ranch Real Estate(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 활용 시나리오2(예시) : 공용청사 취득수요에 대응한 통합청사 개발계획 지원
□ 필요성
∙ 현재의 통합청사 개발은 개별 부처에서 공용청사의 취득 수요를 제출하면, 국
유재산관리기금 담당자가 부처의 사업계획을 각각 검토, 가능한 예산 범위 안
에서 필요시 부처의 사업계획을 수용하는 형태의 수동적인 검토 방식
∙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 부처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통합청사 개발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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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청사 개발 의사결정 흐름도
∙ [공용청사 취득 수요 제기] 노후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개별 부처의 취득 수요
제출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사 건립의 필요성 및 실제 수요(요구 면적 등) 확인
∙ [대상 청사 분포 확인] 제출한 수요 내역 및 건축물 대장DB 등을 활용하여 대
상 청사의 분포와 현황을 여러 주제도를 통해 확인(1차 GIS분석 – 검색 / 주
제도)
∙ [통합가능여부 결정] 청사의 분포(행정구역 및 청사간의 거리 등)와 제기된
수요를 종합하여 통합 가능 여부 판단(2차 GIS분석 – 기본분석)
∙ [통합청사 위치 및 개발 형태 선정] 가용부지, 인구분포/구조, 접근성, 他행
정시설의 분포, 상권, 생활SOC,교통 등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청사 건립
의 최적 위치(안) 마련 및 통합 청사 개발 형태 선정(3차 GIS분석 – 입지분석)
- 통합청사의 개발 형태는 행정기능만 통합된 청사와 상업시설, (임대)주거시설, 생
활SOC시설 등과 함께 개발·통합된 청사 등 입지 조건과 재정에 따라 선정

∙ [최종 의사결정] 공간데이터를 활용한 일련의 분석 절차를 종합하여 통합청사
개발 의사 결정
그림 4-9 | 통합청사 개발 의사결정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제4장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상 ･ 99

□ 분석 개요
∙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선화동 287번지에 위치한 (구)충남지방경찰청의 대전통
합청사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시스템 활용시나리오(예시)를 작성
∙ 2023년까지 완공될 대전통합청사에는 실제로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가 입주할 계획이나, 이번 분석에는
의사결정시스템의 분석 흐름에 중점을 두어 시나리오 제시
□ 사례지역 여건 분석(예시)
∙ 공용청사 취득 수요 제기
- 대전중부경찰서(9,000㎡), 대전세무서(8,500㎡), 대전지방교정청(6,500㎡), 위
치추적대전관제센터(3,500㎡) 등이 신청사 건립 수요 제기2)

∙ 대상 청사 분포 확인
- 대전지방교정청(유성구 대정동 36)을 제외한 세 기관은 근거리에 위치(중구 은행
선화동 및 대흥동)

∙ 통합가능여부 결정
- 4개의 기관 모두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세무서, 대전중부경찰
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반경 약 340m 이내에 위치하여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유리

∙ 통합청사 위치 및 개발 형태 선정
- 가용부지: 중구 은행선화동에 충남지방경찰청이 충남 예산으로 이전하여 통합청사
부지로 활용 가능한 유휴행정재산이 존재(유휴행정재산 검색 활용)
- 인구 및 인구 증감률: 가용부지가 위치한 은행선화동의 인구는 2000년 13,884명에
서 2018년 16,731로 증가하였고, 2010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인접한 목동, 대
흥동과 더불어 20% 이상을 기록
2) 제기된 수요면적은 대전통합청사 개발 계획(한국일보. 2019)의 연면적(28,694㎡)을 가상으로 분배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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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SOC시설 접근성: 공공체육시설과 공연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대체로 양호
-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현황분석: 대상지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의 상권을 분석한 결과, 2등급의 상권으로 구매력이 특히 양호하며, 월요일부터 토
요일 사이, 오전 시간대, 30대~50대, 여성의 유동인구가 많은 특징을 보임
-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에 위치한 가용부지의 특징과 주변의 양호한 상권을 반영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한 상업시설이나 (임대)주거시설을 포함하여 개발 가능
그림 4-10 | 공용청사 수요 제기 기관의 위치

대전세무서, 대전중부경찰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대전지방교정청

자료: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http://map.vworld.kr/, 2019년 11월 29일 검색)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최종의사결정3)
- 대상 가용부지는 수요를 제기한 3개의 청사와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하여 기존 청사
를 이용하던 시민의 업무 접근성이 탁월하며,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우수한 상권
을 보임으로 도보로 접근 가능한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여 통합청사 개발 가능

3) 여기서의 최종의사결정은 사전조사에 기초한 의사결정이며, 실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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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 SGIS플러스를 활용한 인구 및 인구 증감률 확인

연도별 인구 및 인구변화

연도별 인구 증감률(%)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sgis.kostat.go.kr/ (2019년 11월 29일 검색)

그림 4-12 | 생활SOC시설 평균 접근성 예시(500m 격자)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자료: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2019년 11월 2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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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문화시설 접근성

그림 4-13 |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현황분석

통합청사(안) 반경 500m

상권 상세평가지수

상권등급

시간대별 유동인구

연령대별 유동인구

월별 유동인구

주중/주말 유동인구

요일별 유동인구

성별 유동인구

자료: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 2019년 11월 29일 검색)을 활용하여 가용부지 분석 결과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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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국유재산 통합 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1.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DB 구축 및 표준화
1) 국유재산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DB 표준화
□ 他공부와 국유재산 정보를 자동 매칭하고 점진적으로 현행화
∙ 건폐율, 용적률, 토지이용계획, 지가 변동 현황 등 공부와의 연계 활용이 가
능하도록 개선
□ 공부 불일치 해소를 위한 기능 개발(제도적 지침 개선 병행 필요)
∙ 국유재산 총조사시 국유재산대장과 등기대장, 토지(임야) 대장 등 공부간 불
일치 점검 및 개선
□ 지도상 전 부처 행정재산 활용 현황 및 계획 조감
∙ 유휴 행정재산, 저활용 재산, 공공시설 이전/기능 폐쇄 등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 예정인 행정재산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 노후 국유건물 생애주기 관리
∙ 청·관사의 안전진단이력, 현황도(동별/층별) 등 정보조회 및 향후 통합 청·관
사 수요 분석
□ 10여개 유관기관의 기존 국유재산 시스템 및 DB를 상호 연계·정비하고, 인문·사회관
련 데이터 도입 및 융합 활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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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연령별 인구정보, 생활SOC 분포 및 접근성 등 사회경제적 분석을 가미
한 국유지 개발 지원
그림 5-1 | 국유재산통합DB 자료연계 구성(안)

자료: 기획재정부. 2019a. p.33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유관 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합·공유·연계 대상을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표준(안) 마련
∙ 중앙관서와 일선관서의 국유재산DB는 총괄청의 국유재산통합DB로 데이터가
통합되어야 하며, DB표준화 작업을 통해 자동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준 설
정 필요
-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시스템과 같이 분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경우, 정보 공
유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필요
- 지적도나 공시지가,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수납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는 경
우, 각 기관의 연계정보의 특성에 따라 연계 방안을 세밀하게 정의할 필요

∙ 연계·공유를 위한 대상시스템 선정 절차1)는 ① 정보화 현황 및 수요조사, ②
1차 대상선정, ③ 업무·정보 연관도와 시급성에 따른 연계성 검토, ④ 최종 연
계대상 및 공유대상 시스템 선정의 순으로 진행
1)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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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용시스템 구축 및 활용
□ 국유재산 업무에 따른 응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처리를 위한 기능을 유기적·통합적
으로 지원
∙ 국유재산 업무 중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업무
부담 경감
∙ 국유재산의 개발과 같은 사용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응용시스템을 구축
□ GIS기반의 다층적 국유지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기능 개발
∙ 용도지역, 역세권, 지형, 생활SOC 접근성 등 다양한 조건으로 물건 분류 및
분석
∙ 일반주거지역, 대지, 공시지가, 지하철 또는 철도역으로부터의 반경 기준과
면적 규모 기준 등의 조건 검색으로 부지탐색 및 대상지 주변의 잠재이용 수요
파악 및 비교
□ 개발·매각·임대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분석 도구 제공
∙ 공간정보를 활용한 매각/임대/개발가능 등 후보군 추출
∙ 국유지 활용잠재력 분석 등 지표 비교를 위한 템플릿, 비정형 통계분석 등 의
사결정지원 기능
∙ 민간 빅데이터(유동인구, 소매매출액, 소득정보 등)를 활용한 개발 및 활용
잠재력 분석
□ 현장성 있는 통합적 기술 접목
∙ 현장밀착형 활용성 파악을 위한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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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조사대상 공무 및 공간정보 조회, 대부/사용허가 이력 조회, 실태조사 결
과 입력 등이 가능하도록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 실시간, 3D기반의 국유재산 건축물 임대 관리
∙ 국유재산 건축물 3D 조감 및 경관에 대한 분석 등 실시간 동별/층별 임대관리
가 가능한 기능 개발
□ 정책·상황 변화 시 시스템 기능을 수시로 확장
∙ 수시로 업무 분석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기존 시스템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오픈형 시스템 아키텍처 적용
□ 공간정보 기반의 정보 검색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고효율의 GIS엔진 도입
∙ GIS엔진 도입 시 최근 오픈소스 기반 엔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속도와
처리용량, 후속 유지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토
□ 동시 접속 사용자 수를 고려한 충분한 용량의 서버 확보 및 속도 개선
∙ 이용자 수와 업무 처리를 위한 접속 패턴을 분석하여 충분한 성능과 용량의 서
버 구성·도입
∙ 연계기관의 국유재산 업무담당자나 일선관서 재산관리관 등이 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탑재된 기능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로딩이나 결과
산출 속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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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 국유재산법에 전산자료의 연계 의무를 명시하여 정보의 통합과 통합시스템 활용을 위
한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국유재산법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중략) ④ 총괄청은 중앙관서별
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總括簿)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 [개선(안)] 국유재산법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중략) ④ 총괄청은 중앙관
서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總括簿)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이때 중앙관서의 장
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대장의 전산자료를 총괄청의 전산자료와 일치
시켜야하며, 전산자료의 일치 주기와 방법은 따로 협의할 수 있다.
□ 일반재산 위주의 관리에서 행정재산을 비롯한 모든 국유재산의 통합관리
∙ 현재 국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유
재산을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하는 현재의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
산의 구분과 종류)는 장기적으로 ‘국유재산’으로 통합 필요
∙ 민승현 등(2019:12)은 행정재산의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
한)에 호의 추가를 제안
- [현행]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 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
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
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개정(안)](호 추가) 3. 도시재생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담조직이 행정재
산 협의체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행정재산 활용을 상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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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거버넌스 체계 정립
□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국유재산 통합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연계기관과의 상호이익을 추구
∙ 국유재산 통합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사용자 및 연계
기관의 관심을 증대
∙ 연계기관의 시스템과 국유재산 통합시스템의 기능 비교를 통해 연계 기관에서
필요한 국유재산 통합시스템의 분석·활용 기능 공유를 위한 기술적 지원 확대
□ 유관시스템 연계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연계 향상 방안 간구
∙ 연계 자료의 표준화, 연계·공유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재정정보원 시스템 담
당자를 주축으로 연계시스템 정보담당자 간의 상시 소통 채널 구축
□ 거버넌스 체계의 제도화
∙ 국유재산 통합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재
정부를 주축으로 업무 유관기관 및 정보 연계기관간의 협력 체계 마련
그림 5-2 | 거버넌스 체계(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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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ies
Lee Youngjoo, Son Jae Soen, Hwang Myunghwa, Lee Syung uk, Chung Moon Sub

Key words: National Property, Decision Support System,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dBrain, K-PIS

Government policies for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have targeted the
value increase and the optimized uses of national properties for future
generations. Korea Property Information System(K-PIS),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properties is underway to be upgraded to the
next generation system allowing more efficient property managemen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The next generation K-PIS will be integrated into
Digital Budget & Accounting System(dBrain), and GIS-based Decision Support
System(DSS) will be a vital part of the analysis of national properties with
multiple layers includ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lthough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and utilizing functions were suggested at the planning
stage of the next generation K-PIS, applicable and specific functions should be
defined to develop a proper system and meet the demand of national property
utilization. Besides, supporting practical affairs and establishing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the departments concerned is necessary to lea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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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ies from the completion of the next
generation K-P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strategy to build the DSS for the
next generation K-PIS based on the 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 and the
data-driven decision-making. For the strategy, different systems related to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were examined with the literature review,
system visits in person, and in-depth interviews with hands-on staff. Two
application scenarios, the utilization of national land and the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government office building were also demonstrated to show the cases
of future DSS utilization.
As the trend of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policy has been changed to
the promotion of national property utilization,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was also required to keep pace with the trend.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K, Japan, the Netherlands already built an integrated
system for national properties. Individuals and companies in those countries
can search and utilize national properties more easily and wisely.
Management tasks for national properties are executed based on the type and
the life cycle of national properties by related laws and their implementing
ordinances. The expansion and the advancement of the linked systems are
required to lessen the workload of national property managers in related
organizations. The GIS-based DSS and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can
increase the value of national properties because of its comprehensive
information analysis. As the 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analysis means the expansion of customize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considering specific demand not only a national property but also its
vicinity.
Policy suggestions from this study include: first, as management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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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redesign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and utilization tasks based
on the data-driven decision-making; second, as convergence of DB utilization,
build integrated national property DB and connect other related DB, the
standardization of DB links, the introduction and the utilization of data from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ird, as scientific administration, develop
various analytic functions to support GIS-based DSS, analyze potential value of
national properties, and support integrated monitoring; last, as cooperative
governance, release information and invigor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to enhance civil utilization of national properties and
cooperative develop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developed the DSS model, related tasks, and
required functions for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The following policy-level
effects are expected. First, economic vitality will be enhanced because the
data-driven policy-making of

utilizing national

property allows active

development and effective application. Second, political decision-making based
on the intellectual next-generation K-PIS supports effectively utilizing limited
resources and correct value judgment for the future. Convergent utilizing model
and methodology based on the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the
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 are considered as the expected academic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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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부록1: 국유재산 업무프로세스 분석1)
1. 계획
1) 업무설명
□ 국유재산 종합계획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한 계획과 국유재산 특례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총괄청이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 총괄청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 등록 및 종합계획 확정 및 통보, 일선
관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 확인, 관리·처분계획 등록 및 승인요청,
통보내용 확인, 반기별 집행계획 수립 및 총괄청 보고, 중앙관서의 경우는 관
리·처분계획의 승인, 취합 및 계상을 dBrain을 사용하여 업무 처리
□ 점검/조사 계획
∙ 국유재산 현황조사와 관리실태의 점검/조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
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는 업무
∙ 조달청은 조달청의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점검계획 수립, 점검
내용 등록, 조치결과 확인을 실시하고 취합관서/일선관서는 조치 및 결과를
입력
1)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바탕으로 담당기관/담당자와 프로세스 간 연결을 통합적으로 파악 가능
하도록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재작성, 업무설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일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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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전자정부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하여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승인요청을 하며, 총괄청은 실태점검결과 확
인 및 승인을 실시
□ 중앙관서지정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업무
∙ 조달청의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일선관서에서는 국유재산의 소
유권변경이 확인되면 중앙관서지정 요청을 하고, 조달청은 요청내용 검토 및
중앙관서 지정등록을 실시, 이후 일선관서에서 지정 결과 확인 가능
□ 도시관리계획협의
∙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을 결정·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에 협의하는 업무
∙ 일선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및 재산 검토 필요가 있을 경우 조달청의 국유재
산조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 협의를 요청하며, 조달청은 요청
접수 및 담당자 배정, 요청내용 검토 및 조사자 배정, 현지조사, 재산검사결과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일선관서에 결과 전달
부표 1 | 계획 업무 프로세스 참여 담당기관/담당자 및 총 업무단계
업무

프로세스 참여 담당기관/담당자

총 업무단계

1.1 국유재산종합계획

총괄청, 일선관서/취합관서, 국무회의, 대통령

16단계

1.2 점검/조사 계획

총괄청, 조달청, 중앙관서, 일선관서/취합관서

13단계

1.3 중앙관서지정

일선관서, 조달청

5단계

1.4 도시관리계획협의

일선관서, 조달청

8단계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참고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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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부도 1 | 계획

2. 취득
1) 업무설명
□ 비축토지매입
∙ 수요조사, 토지현황조사, 대상토지선정을 통해 비축토지를 매입하여 수요기
관에 공급을 알선하는 업무
∙ 총괄청의 매입지침을 바탕으로 조달청에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준을
등록하고, 매년 5월 30일까지 중앙관서에서 비축토지매입 신청을, 공급기관
(LH, 지자체, 개발공사 등)이 공급정보를 등록하여 조달청에서 비축예정토지
를 선정
∙ 조달청의 서면평가, 현지조사, 매입대상토지 순위조정 후 총괄청에 승인을 요
청하고, 이후 가격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및 국유재산대장에 등
록하면 조달청의 위탁처리 요청으로 KAMCO에서 수탁관리하게 되며, 중앙관
서에서는 비축토지조회 및 사용예약을 신청
∙ dBrain,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BPM, 온나라 시스템이 프로세스에 따라
사용됨
□ 매입
∙ 국유재산 매입을 위해 계약요청, 지정신청 등을 처리하는 업무로 매입유형에
는 매입, 조달취득, 수용, 현금출자, 현물출자, 현물출자회수, 자본적 지출
포함
∙ 모든 프로세스는 dBrain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중앙관서의 매입내용 작성
및 매입요청을 시작으로 계약 이후, 조달청에 지정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지면
중앙관서에서 국유재산대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프로세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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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계약체결,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을 관리하는 업무
∙ 계약은 물품계약과 공사계약의 경우 전자계약(G2B) 프로세스를, 토지매입의
경우는 서면계약, 수리/폐기의 경우는 계약작성생략(승낙사항, 협정서, 각서
등) 프로세스를 적용
∙ G2B 전자계약의 경우는 조달업체가 조달청의 나라장터(G2B)를 사용하여 입
찰, 계약체결 확인, 검사/검수 요청, 검사/검수결과 확인, 대금청구를 하며,
소관관서에서 dBrain을 사용하여 원인행위, 검사/검수결과 등록, 대금청구 접
수, 지출결의요청, 지출결의, 계좌이체요구 및 처리 실시
∙ 서면계약 및 계약생략의 경우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통해 조달업체와 프로
세스를 진행하게 되며, 소관관서는 전자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Brain을
사용하여 관련 계약을 진행
□ 무상취득(기부채납)
∙ 기부자가 국가에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기부채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업무로 기부자가 기부할 재산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
의 목적, 기부할 재산의 가격, 소유권 증명 서류,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
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출물 현황도 등의 정보와 함께 소관관서에 신청
∙ 소관관서는 dBrain을 사용하여 기부채납의 승인요청을 접수 및 승인, 검사,
검사결과 등록, 검수처리, 국유재산대장 정리를 실시
□ 신규등록
∙ 공유수면 매립, 무주재산 취득, 미등록 토지의 공부상 신규등록, 누락된 재산
등록, 출연, 출자 등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 등으로 인한 재산의 신규(증가) 발
생 시 처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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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관서에서 dBrain을 사용하여 취득사유 선택, 재산명세 입력, 기안 및 결
재요청, 승인, 대장정보 및 증감현황 확인 업무 처리
□ 기타증가(인수/인계)
∙ 동일 소관 내에서 회계 및 조직개편, 소관청내 국유재산 인계/인수로 증가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처리하는 업무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모두 가능함
∙ 소관관서의 인계부서에서 인계내용 작성 및 인계 승인요청을 실시하면, 인수
부서에서 인수 대상 확인, 인수 승인요청, 국유재산대장 확인 업무를 dBrain
을 사용하여 처리
□ 기타증가
∙ 매입, 무상취득, 양여취소, 기타증가의 사유에 의한 국유재산 증가에 대하여
처리하는 업무로 소관관서에서 증가사유발생 시 dBrain을 사용하여 처리
∙ 매입의 종류는 설립에 따른 현금출자, 증자에 따른 현금출자, 사고이월, 기존
계약으로 구분되며, 무상취득의 종류는 국세물납, 환수, 국가귀속, 무상증자,
주식배당, 기성회계로 구분
부표 2 | 취득 업무 프로세스 참여 담당기관/담당자 및 총 업무단계
업무

프로세스 참여 담당기관/담당자

총 업무단계

총괄청, 조달청, 중앙관서, 공급기관, KAMCO

21단계

조달청, 중앙관서/소관관서

6단계

2.3 계약(G2B전자계약)

소관관서, 조달업체

14단계

2.4 무상취득(기부채납)

소관관서, 기부자

7단계

소관관서

6단계

소관관서(인계부서), 소관관서(인수부서)

5단계

소관관서

6단계

2.1 비축토지매입
2.2 매입

2.5 신규등록
2.6 기타증가(인계/인수)
2.7 기타증가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참고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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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부도 2 | 취득

3. 전환
1) 업무설명
□ 사용예약
∙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비축토지 중 중앙관서가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용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관리하는 업무
∙ 총괄청의 비축토지 소요조사 통보를 시작으로 중앙관서는 비축토지 사용예약
을 신청하고 신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하며, 조달청은 사용예약 신청 평가 후 평
가결과를 총괄청에 보고
∙ 총괄청은 조달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예약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선정
결과를 신청한 중앙관서에 통보하면 중앙관서는 통보내용 확인 후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
∙ 중앙관서가 총괄청 소관 국유재산(일반회계)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결정, 재산 인계 및 인수 등을 관리하
는 업무
∙ 중앙관서(취합관서/일선관서)에서 행정재산 사용승인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
출하면 총괄청에서 사용승인을 KAMCO와 중앙관서(취합관서/일선관서)에 통
보하고 KAMCO는 중앙관서의 사용요청을 받아 재산 인계를 실시
□ 용도폐지
∙ 처분업무(매각, 양여, 교환, 관리전환 등)를 처리하기 위한 사전업무로 용도
폐지하거나, KAMCO에 인계하는 업무
∙ 용도폐지의 유형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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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경 후 총괄청 인계, 일반재산에서 총괄청 인계로 구분
∙ 총괄청 직권 용도폐지 요구로 중앙관서와의 협의를 거치거나, 중앙관서의 용
도폐지 요청에 따라 용도폐지를 결정하며, KAMCO 이관 여부에 따라 지방
법원의 등기를 거쳐 KAMCO로 이관, 인수 후 관리청 명칭변경 및 위탁관리
실시
□ 관리전환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 기금 간에 국유재산
의 관리권을 넘기기 위한 업무
∙ 취득관서와 처분관서의 관리전환 사접협의를 거쳐 협의가 성사되면 총괄청의
승인을 거쳐 관리전환 결정
∙ 유상 관리전환의 경우는 처분관서에서 징수요청을 하여 징수과정을 거치며,
무상 관리전환의 경우는 바로 인수처리
□ 교환 및 환지
∙ 일반재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의 교환에 따라 교환계약체결, 교환방식에
따른 처리, 소유자 등록 등을 관리하는 업무
∙ 소관관서에서 교환 적정성을 확인하여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에 승인요청을 하
여 승인을 받으면 교환대상자와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통해 수의 또는 입찰
(온비드 시스템)하여 교환계약을 체결
∙ 소관관서는 계약체결정보 등록 및 확인을 통해 재산가치에 따른 교환방식 여
부를 판단하고 검수 및 대장(처분대장과 취득대장) 확인 절차를 시행
□ 무상귀속 협의
∙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국토의 개발행위
를 허가할 때,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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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업승인요청을 받아 소관관서(사업인가권
자)에서 무상귀속협의 요청서를 작성하고, 필지등록 후 무상귀속 협의를 조달
청에 접수하면 조달청에서 현지조사를 거쳐 조사결과를 소관관서에 통보하여
사업승인여부가 결정되는 프로세스로 진행
∙ 내부결재와 관련된 업무는 온나라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 외의 과정은 조달청
의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사용

부표 3 | 전환 업무 프로세스 참여 담당기관/담당자 및 총 업무단계
업무

프로세스 참여 담당기관/담당자

총 업무단계

3.1 사용예약

총괄청, 중앙관서, 조달청

8단계

3.2 사용승인

중앙관서, 취합관서/일선관서, 총괄청, KAMCO

9단계

3.3 용도폐지

총괄청, 중앙관서, 취합관서/일산관서, 지방법원, KAMCO

13단계

3.4 관리전환

취득관서, 처분관서, 총괄청

15단계

3.5 교환 및 환지

소관관서, 총괄청/중앙관서, 교환대상자

19단계

3.6 무상귀속협의

사업시행자, 소관관서(인가권자), 조달청

15단계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참고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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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부도 3 | 전환

4. 운용
1) 업무설명
□ 대부/사용허가
∙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대하여 수의 또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
고, 징수 프로세스와 변상금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대부료(사용료)와 변상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
∙ 사용인의 온비드 입찰 참여와 계약 체결을 제외하고는 소관관서에서 dBrain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 처리
∙ 소관관서의 주요 업무로는 대부/사용허가 대상 선택, 대부료(사용료) 산출,
대부/사용허가 요청 및 계약 요청, 수의 또는 입찰 계약체결, 징수요청, 사용
료 조정, 인계처리, 대부/사용허가 종료 처리 등이 포함
□ 변상금
∙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
우 변상금을 징수하여 처리하는 업무
∙ 소관관서의 변상금 부과요청 및 변상금 부과결정 이후, 무단점유자에게 변상
금 사전통지 및 자진명도 통지를 위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급
∙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통지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관관서에서는 의견접수 후 변상금 금액을 확정하여 징수요청
□ 징수
∙ 대부/사용허가 계약체결로 발생하는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징수 및 수납
관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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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관서에서 관리전환, 교환, 대부/사용허가, 변상금과 관련하여 징수결의를
하면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을 하고, 납부의무자의 고지서 확인 및 납부 후 최종
적으로 소관관서에서 수납정산으로 징수절차 완료
□ 권리보전
∙ 국유재산 중 권리보전대상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권리보전 조치를 관리하는
업무
∙ 일선관서에서 권리보전 지침을 확인하고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태조사
를 실시, 결과를 dBrain 시스템에 등록하여 중앙관서 이관 필요 여부를 판단하
여 필요시 중앙관서 이관을 소관관서에 신청
∙ 소관관서에서 이관을 승인하면, 권리보전조치 분류로 국유화 제외 대상 여부
를 판단하여 국유화에서 제외하거나, 소유자불명 혹은 일본인 소유 여부를 판
단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 중앙관서 지정신청을 하거나, 귀속청산법인
여부를 판단하여 중앙관서 지정신청을 하거나, 단순 토지대장/등기부등본 정
리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토지대장/등기부 등본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국유재
산대장 정리
□ 실태조사
∙ 관서별로 소관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처리결과를 관리하는
업무
∙ 총괄청에서 실태조사 지침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dBrain 시스템에 등록하면,
소관관서에서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국유재산 관련공부 사실조사 및 실태조
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로 판단되었을 때는 변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변
상금 부과 혹은 기타 사후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dBrain 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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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 국유재산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을 처리하는 업무
∙ 소송 피소 통보(국가소송)는 검찰청의 지휘 통보를 거쳐 소관관서에서 소송내
용이 등록되며, 소송 제기(민사, 행정 소송)는 소관관서에서 소장 작성으로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선임 후 검찰청에 지휘 요청 및 검찰청의 지휘 승인으로
답변서(소장)를 법원에 제출
∙ 소관관서는 판결내용을 확인하여 dBrain 시스템에 등록한 후 판결을 받아들여
사후 조치 및 결과등록을 하거나, 불복 결정으로 항소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받은 후 사후 조치 및 결과등록으
로 소송 프로세스 종료
부표 4 | 운용 업무 프로세스 참여 담당기관/담당자 및 총 업무단계
업무

프로세스 참여 담당기관/담당자

총 업무단계

4.1 대부/사용허가

소관관서, 사용인/납부의무자

18단계

4.2 변상금

소관관서, 사용인/납부의무자

9단계

4.3 징수

소관관서, 사용인/납부의무자

6단계

4.4 권리보전

소관관서, 일선관서

25단계

4.5 실태조사

총괄청, 소관관서, 무단점유자

11단계

법원, 검찰청, 소관관서

18단계

4.6 소송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참고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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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 | 운용

5. 개발
1) 업무설명
□ 기금개발
∙ 총괄청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재원으로 복합청사 등의 개발사업을 수
행하는 업무
∙ 사업주관기관인 KAMCO가 기금개발계획 수립 후 총괄청에 제출하면 총괄청
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기금운
용계획을 확정
∙ 총괄청의 기금집행계획 수립 후 사업주관기관에서 개발에 착수 하게 되며, 총
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투입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개발사업을 수행·완료
하여 소유권 등기 및 대장 등록, 결산보고 실시
□ 신탁개발
∙ 일반재산의 신탁개발을 위해 신탁업자 선정 및 계약, 수익에 따른 귀속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
∙ 중앙관서의 신탁 요청을 바탕으로 총괄청이 중앙관서와 신탁협의 및 개발 승
인을 하고, 중앙관서에서 신탁계약을 체결(온비드), 이후 신탁업자가 인계받
은 계약을 바탕으로 개발을 추진
∙ 신탁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말일 신탁결산 후 수익을 중앙관서에
납입(매년 2월말)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최종결산 내역을 중앙관서에 보
고하고, 승인되면 신탁재산을 이전하고 신탁은 만료처리
□ 위탁개발
∙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수탁자가 개발하는 경우 중앙관서나 총괄청이 협의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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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처리하고, 귀속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
∙ 총괄청/중앙관서의 개발 의뢰 시 위탁개발 수탁자는 개발대상 및 적지 분석,
위탁개발사업 계획 수립 후 개발 요청
∙ 수탁자가 제출한 위탁개발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개발 협의를 진행하여 승인
되면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발을 결정
∙ 수탁자는 개발을 진행하여 완료 시 개발 수수료를 정산하고 소유권 등기 및 대
장 등록 후 결산보고 진행, 위탁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수익을 귀속금으로 납입
하며, 종료 시 총괄청/중앙관서에서 결산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최종 결산
보고 실시
□ 민간참여개발
∙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공개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선정 및 평가하고
사업협약 체결 등을 관리하는 업무
∙ 총괄청에서 민간참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선정 및 협약 체결, 민간사업자의
출자와 총괄청의 출자 및 지분증권 취득으로 SPC 및 AMC를 설립
∙ 총괄청은 개발재산을 SPC에 매각하고, SPC는 AMC에 재산을 수탁하여 건
축, 분양/임대 후 수익을 총괄청 및 민간사업자에게 배분
부표 5 | 개발 업무 프로세스 참여 담당기관/담당자 및 총 업무단계
업무

프로세스 참여 담당기관/담당자

총 업무단계

5.1 기금개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총괄청, 사업주관기관

11단계

5.2 신탁개발

중앙관서, 총괄청, 신탁업자

15단계

5.3 위탁개발

총괄청, 수탁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18단계

총괄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사업자, SPC, AMC

19단계

5.4 민간참여개발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참고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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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부도 5 | 개발

6. 처분
1) 업무설명
□ 매각
∙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매각요청, 징수, 인계 등을 관리하는 업무
∙ A-Type(매각/기타개별법에 의한 매각), B-Type(권리금회수/환지매각/공탁
금수령), C-Type(유가증권매각)으로 구분
∙ A-Type은 소관관서의 매각 요청으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 계약을 처리, 이후 징수 과정을 거쳐 매수인에게 인계(대장
정리)
∙ B-Type은 소관관서에서 매각 요청, 징수요청, 징수결의 후 고지서를 매수인
에게 발송, 매수인의 대금 납부 후 소관관서가 인계(대장정리)
∙ C-Type은 소관관서의 매각계약 요청과 더불어 매수인의 국유재산 매수신청
을 받아 계약체결, 이후 징수요청 및 고지서 발부, 대금납부, 수납정산 및 인
계(대장정리)의 순으로 진행
□ 양여
∙ 일반재산에 대하여 양여협의, 계약체결, 소유권이관 등을 관리하는 업무
∙ 중앙관서가 양여 요청(dBrain)을 하고 양수자가 양여계약서 제출(온비드)로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인계처리(dBrain)의 순으로 진행
□ 멸실
∙ 국유재산이 멸실/철거되는 경우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는 업무
∙ 일선관서에서 멸실을 확인하여 dBrain을 통해 멸실처리를 요청하여 멸실 처리

138

를 진행
∙ 총괄청과 감사원은 일선관서에서 제출한 멸실보고서를 통해 보고내용을 확인
부표 6 | 처분 업무 프로세스 참여 담당기관/담당자 및 총 업무단계
업무

프로세스 참여 담당기관/담당자

총 업무단계

6.1 매각(매각/기타 개별법)

매수인, 소관관서

7단계

6.1 매각(권리금회수/환지매각/공탁금 수령)

매수인, 소관관서

7단계

6.1 매각(유가증권매각)

매수인, 소관관서

10단계

6.2 양여

중앙관서, 양수자

6단계

6.3 멸실

일선관서, 감사원, 총괄청

7단계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참고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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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부도 6 | 처분

7. 결산 및 보고
1) 업무설명
□ 관리운용보고
∙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실적 및 평가결과, 연도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현황 등을 보고하는 업무
∙ 일선관서에서 dBrain을 통해 국유재산관리운용 보고서를 취합관서로 제출하
면, 취합관서는 마감조회 및 확정 후 다시 중앙관서로 보고하며, 중앙관서는
매년 2월말에 총괄청으로 자료전송 및 보고
∙ 총괄청은 매년 4월 10일에 관리운용보고서 취합 및 검사요청으로 국유재산관
리운용 총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며, 감사원은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와 검사보고서를 매년 5월 30일에 국회에 제출
□ 증감/이동 보고
∙ 국유재산의 증감 및 이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황을 보고하는 업무
∙ 소관관서에서 증감이나 이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유재산대장 및 부속도면을
정리하고 증감 사유별 세부명세서를 통해 증감/이동 사실을 총괄청/중앙관서
에 보고
□ 유휴행정재산 보고
∙ 각 중앙관서로부터 유휴 행정재산(행정재산 중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 보고 요청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총괄청에 보고하는 업무
∙ 조달청에서 보고계획 작성 후 중앙관서에 유휴 행정재산 보고요청을 하면, 중
앙관서에서는 보고계획 작성 후 재산목록을 수집하고 유휴행정재산 결과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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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청에 보고
∙ 조달청은 유휴행정재산 결과보고를 접수하여 검토 및 승인하고 통계를 작성하
여 총괄청에 보고, 총괄청에서 보고내용을 승인하면 프로세스 종료
부표 7 | 결산 및 보고 업무 프로세스 참여 담당기관/담당자 및 총 업무단계
업무

프로세스 참여 담당기관/담당자

총 업무단계

7.1 관리운용 보고

일선관서, 취합관서, 중앙관서, 총괄청, 감사원

10단계

7.2 증감/이동 보고

소관관서, 총괄청

5단계

조달청, 소관관서, 중앙관서, 총괄청

12단계

7.3 유휴행정재산 보고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참고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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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 pp.94-132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부도 7 | 결산 및 보고

▣ 부록2: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 및
필요기능 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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