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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 ‘국유재산 조항’�개정
행정재산 직접활용제 도입 등 제도도 갖춰야

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하려면 국유지 적극 활용 필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지역내거점및공공지원역할을수행하기위한앵커

시설조성이시급하다.�마중물사업성격의앵커시설조성을위하여다양한형태의사업들이추진

되고있지만,�부족한사업비로인해어려움이존재한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유지·구

유지활용이검토되고있으나,�이를활용하는데는현재의활용여부,�부지의규모및입지등의

이유로 한계가 존재한다.�이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다수 존재하는 국유지로 관심이 확대되어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필요성 및 논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공공토지활용시스템 구축 등이 국·공유재산 활용 움직임의 예시

도시재생을위한국유지활용에대한내용은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제30조에서 ‘국유지에 대한 매각’에 대한 사항으로 그 근거를

이미 제시하고 있다.�또한 2017년 출범한 새 정부는 낡고 쇠퇴한 도시의 주거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위해구도심과노후주거지를대상으로매년 100곳에공적재원 10조 원을지

원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이 중 ‘국유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도 주요사업

모델중하나로제시되었다.�이 밖에 2015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서울시 간에체결된

국·공유재산교환계약이나,�2016년 서울시공유재산의효과적인관리를위해개발된공공토지

자원 활용 시스템구축 등은 서울시 차원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국·공유재산의 활용에 대

한 움직임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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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국유지 활용근거 있지만 실질 작동에는 많은 애로사항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의 활용방식에는 사용허가,�대부,�매각,�교환,�양여 등 다양한

방법이존재한다.�그러나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등의처분등)’를

통해 국유지 활용방식을 제한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도시재생 목적으로 국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는한계가있다.�또한관련법인 「국유재산법」�등에서의조항을살펴보면관리차원

에서 설정된내용이대부분으로,�도시재생차원에서국유지를활용하기에는여러 가지애로사

항이 있다.�국유지의 성격(일반재산/행정재산)에 따라 기재부,�중앙관서의 장 등 다양한 관리

주체가있어서 신청 절차와관련창구가복잡하다.�따라서 이를활용하기위해서는많은노력

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까지의 국유지 활용사례를보면,�대부분 일반재산에 대하여 수익성을 담보하는 개발사업

위주로추진하여왔다.�이제는도시재생의관점에서수익성보다는공공성을최대로확보할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국유지 활용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7년 8월 기재부 ‘국유지TF’�구성해 주요이슈·개선방안 도출

2017년 8월 기재부는 국유지 관리 패러다임인 ‘공익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수입

확보’의 조화를 위해 행정재산의 전수조사를 추진하고,�공익목적으로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유휴·미활용일반재산을추가확보한다는방침을발표하였다.�또한도시재생의 시대를맞이하

여 국유지 활용에 대한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활용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하는것이필요하다.�이에따라국유지활용업무관계자를포함한다양한분야의전문가

로 TF를 구성·운영하여 국유지 활용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단계를 거쳐,�현재의 국유지 활용 체계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관한

「도시재생특별법」,�국유지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법」,�국유지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해 특

례를 적용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전면 검토하였다.�이를 통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내용

과 새로운 제도를 구상하고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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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법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성 높일 필요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법 개정에 대한 국회 내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은것으로파악되었고,�이 연구에서는국유지활용범위를 ‘도시재생및주거환경관리사업구

역’�내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이러한판단하에기존국유지활용체계내에서 임대료및 임대기간에대한국유

재산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유지는 일반재산과행정재산으로나뉜다.�일반재산은 개발·매각을포함하여 비교적 자유롭

게활용하는것이가능하다.�행정목적에사용되는행정재산은이와달리공공의목적에대하여

‘교환,�양여’�등의조건을마련하고있지만,�도시재생측면에서활용하고자할경우제한사항이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의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사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에한해 적극적으로활용할수 있도록 ‘교환또는양여’가�가능하도록하는 최소한의 법률개

정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특별법」�개정을좀더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 적절하다는판단하에기존도시재생

특별법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조항을 ‘활용’으로바꾸는것을제시하였다.�또한국유지활

용신청및 검토에대한 ‘적극성’을 부여하기 위해기재부주무부서의 ‘검토·회신기한’과 국유재

산특례 적용을 위한 ‘임대료와 임대기간의 유연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행정재산 용도폐지신고제 도입 ·활용협의체 구성 등 활용방안 제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전체 국유지의 약 3%에 불과하고,�필지 형태와 면적,�입지

등이양호하지못해활용성이크게제약을받고있다는단점이 있다.�따라서유연하게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일반재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일반재산은행정목적을상실한유휴행정재산을용도폐지함으로써확보할수있다.�그

러나중앙관서의장이관리하고있는행정재산에대하여차후장기적활용목적으로비축한다

는이유로용도폐지 신고에소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또한기재부에서행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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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고자하고있지만,�도시재생사업의추진이 시급한점을감안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휴 행정재산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유

휴 행정재산에 대한 파악과 용도폐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행정재산에

대해 지자체의 장이 직접적으로용도폐지를신고할수있는제도와이에대한근거마련을위

한 법률 개정안(도시재생특별법)을 제시하였다.

현재행정적인목적으로활용하고있어용도폐지가불가능하지만,�부지에대한활용도는낮고

활용잠재력은높은 ‘저이용행정재산’에대해서는고도이용을통하여도시재생과공공성확대

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 직접활용방식의 도입을 제시하였다.�행정재산의 직접 활용에

대한 원활한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행정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주체

와행정재산관리주체간 ‘행정재산활용협의체’�운영을제시하였다.�행정재산직접활용방식을

보다빠르게진행할수있도록기존절차를일부보완하는안(용도폐지의 권유)과 기존절차를

대신할 새로운 안 등 2가지 절차를 제시하였다.�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27개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과 77개의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내에 입지하는 국유지 현황DB를 구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이 중 적정 구역의

앵커시설 건립을위한국유지를선정하고,�이를 대상으로공공성과수익성을복합적으로고려

한 활용예시를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도 국유지 활용 활성화 위해 관련 법제도 정착 유도해야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추진을 위하여,�서울시를 비롯한전국의 도시

재생관련부서에서는이 연구에서제안한법조항개정·신설 및 제도마련에대한세부내용을

심층검토하고,�관련중앙정부부처(국토부,�기재부)에제안사항의 시행을건의하고지속적으로

협의를진행해야할것이다.�도시재생을총괄하는국토부와국유지관리를총괄하는기재부에

서는도시재생측면에서국유지활용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상호간긴밀한협의를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해당 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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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국유지1)�활용 필요

서울시는 2013년에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근거하여 2015년부터서울내낙후된상업

지역과주거지역을대상으로서울형도시재생을지속해오고있다.�또한 2012년에시행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저층주거지를보존하고다양한주거유형을확산하기위

해단독및다세대주택이밀집한저층주거지를대상으로주거환경관리사업을추진중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사업지역 내에 위치해 공공지원 역할을 수행하

고사업을홍보하여 사업 전반을 성공적으로이끌어가는수행거점인 앵커시설의 확보가

필수적이다.�그러나 사업지역 내에서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앵커시설 확보를

위한부지매입 및 건물신축비용부담또한높아사업전체의 지속성이 떨어질수있다는

지적이제기되고있다.�이에따라서울시는활용가능한공유재산(시·구유지)을우선검토

함으로써앵커시설 건립에적합한부지를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으나,�사업구역과공유재

산입지의불일치,�부지규모협소등의이유로충분한부지확보에한계를드러내고있다.

현황조사에따르면도시재생사업과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내에는공유재산외에도국유

지 또한 다수 분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국유지는 매입뿐만 아니라 임대,�양여 혹은

서울시 공유재산과의 교환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

다.�국유지의 활용은 공유재산이나 적절한 민간부지가 부족하거나 부재한 도시재생활성

화지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나아가 민간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예산의

과도한지출을방지할수있다.�따라서도시재생사업과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국유지

의 활용성을높이는 것은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도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판단

된다.�

1)�이 연구에서 말하는 국유지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절에 따른 ‘국가 소유의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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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유지 활용 관련 다양한 이슈 존재,�국유지 활용 움직임 지속 증가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재생사업지역내 ‘국유지의 처분’

에관한구체적인명문규정을두고있다.�또한 2017년 출범한새정부에서는낡고쇠퇴한

도시의 주거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연간

총 10조 원대의공적자금을지원하는도시재생뉴딜정책을공표하였으며,�현재이를수행

하기 위한세부전략을마련중이다.�도시재생뉴딜 수행전략중하나로 정부는국유지를

적극 활용한 주거정비 및 도시 재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재부와 서울시 간에 상호점유 중인 국·공유재산의 교환이 진행되고

있다.�서울시는공유재산의효율적활용을위한공공토지자원활용시스템을개발하는등

국유지와공유재산의효과적인관리를기반으로재산활용효율을극대화하기위한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또한 2017년 8월 기재부는 향후 국유지 활용 시 수익성만을 추구하기

보다공공성과수익성의조화를우선시한다는새로운국유지활용방향을발표하였다.�이

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관리사

업의특성과결을같이하고있으며,�향후도시재생및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공적수행을

위해 국유지 활용이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현행 국유지 활용체계의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현행국유지활용체계에는여전히다수의애로사항이존재한다.�우선

「도시재생특별법」상 국유지 처분에대한근거는있으나그적용범위가한정적이어서 실효

성이 낮다.�또한 국유지 활용관련 부처 및 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통합조정하는주

체의부재로국유지활용에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다.�보다원활한도시재생및주거환

경관리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현행 국유지 활용체계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국유지 활용은유휴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에 한하여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는 개발 경향을보였으나,�향후 도시재생관련 사업의 추진 시 공공성과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활용모델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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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구의 목적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국유지활용시 지속적으로제기되는애로사항을해결하기 위해현행 「국유재산

법」과 「도시재생특별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도출한다.�

두 번째,�현행법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및 절차를 구상한다.

세 번째,�현재 서울시내도시재생및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중인구역을대상으로앵

커시설 건립을 위한 활용대상지(국유지)를 선정하고,�유효활용을 위한 개발방식 등을 고

려하여계획을수립한다.�또한이를대상으로공공성과수익성을복합적으로고려한활용

예시를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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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서울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활용실태 및 앵커시설

건립 추진 현황 분석,�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관련법 검토 및 제도개선(안)�제시,�

적정한국유지 활용방안을제시하기 위한건축및사업성 검토를내용적 범위로하였다.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는 국유지 관련 현행법과 2017년 말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는

27개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77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을대상으로하였

다.�이 중 국유지활용방안모색을위한대상지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유형별·단

계별로 국유지의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77개 구역 중에서 완료,�설계 및 공사,�계획 수립 중단,�후보지 및

희망지 구역을 1차적으로제외하였다.�2차적으로는공동이용시설을 위해부지 매입 계획

이있는구역을제외하고지역거점시설계획이존재하지않는지역중국유지를보유하고

있는 구역을 선정하였다.�

각�대상 구역별로 시유지·구유지의 면적,�활용 현황을 검토하고,�도시재생을 위한앵커시

설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유지를 활용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

2)�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개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

첫째,�도시재생과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국유지활용에관한이슈와다양한의견을수

렴하기 위해,�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서울시(재생정책과,�공공개발센터,�역사도심재생과,�

자산관리과),�국유지관련전문가(국토연구원,�LH�토지주택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SH

공사)와함께 TF를구성하여총 3회에걸쳐회의를진행하였다.�TF회의를통해도출된문

제점과 과제에 대해 관련 법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서울시도시재생및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현황과사업지역내국공유지에대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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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연구의 방법

사를진행하여관련 DB를구축2)하였다.�관련사업구역내국유지를대상으로활용대상

지를 선정하여,�건축시뮬레이션과 사업성 검토를 통해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국유지 활용 관련법 개정 건의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 구역 내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 및 활용방식을 제안하였다.

2)�서울시 내 27개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77개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구역계및 현황을근거로하여,�도시재생본부공공개발센터
와재생정책과,�주거재생과등의 협조를얻어 관련 DB를구축하였다.�현재 시유지 및 구유지(공유지),�국유지의 분포현황을
구축하고,�이 중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대상지역에 대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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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F�운영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효율적인국유지활용을위해전국의도

시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행정재산 관리청,�해당 지자체 관계

부서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관련 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구체화하였다.�

(1)�TF�구성 및 운영 개요

TF회의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월 1회씩총 3회 열렸고,�각�차수별논의주제와성과

는 [표 1-1]과 같다.3)�

구분 논의 주제 성과

1차
(2017.09.20.)

Ÿ 국유지 활용 애로사항 공유 Ÿ 국유지 활용체계 개선방향 구상

2차
(2017.10.18.)

Ÿ 국유지 활용 현행법·제도 분석 Ÿ 국유지 활용체계 개선방안 구체화

3차
(2017.11.08.)

Ÿ 그간의 수정·보완사항 검토
Ÿ 추가 논의사항 발굴

Ÿ 법 개정(안)�구체화
Ÿ 제도 및 절차 개선안 구체화

[표 1-1]�TF�회의개요

(2)�1차 TF회의 주요내용

1차 TF회의에서는우선그간국유지활용에있어서의애로사항을공유하였고,�이를바탕

으로 국유지 활용체계 개선방향을 구상하였다.�

국유지활용상주요애로사항으로는①�용도폐지난항,�②�기재부국유지활용업무관계

자의비협조적태도와그에따른국유지활용의지연,�③�현행 「도시재생특별법」에서제시

하는국유지 활용근거의 낮은 실효성에대한 의견이 있었다.�향후 국유지 활용체계개선

방향으로는①�국유지활용체계참여주체의 성실한업무수행을위한동기 마련,�②�현행

법조항개정·신설을통한제도적 지원,�③�도시재생및국유지활용관계조직인 기재부와

국토부 간의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3)�보다 상세한 TF회의 결과정리는 [부록 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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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 TF회의 주요내용

2차 TF회의에서는 현재 국유지 활용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 및 현행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유지 활용체계 개선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현행법및 현행제도분석과정에서는다음과같은의견이제기되었다.�①�국유지는일반재

산과행정재산으로나뉘는데,�일반재산은전체국유지의약 4%에불과하고그마저도면

적이나필지형태에있어양호하지못한경우가많아나머지 96%인행정재산활용에집중

할 필요가 있다.�②�행정재산은 현행법상 일반재산에 비해 활용방법이 크게 제한되므로

행정재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또한 향후 국유지

활용체계 개선방안으로 ①�「국유재산법」과 「도시재생특별법」�법조항의 개정 및 신설,�②�

행정재산 직접개발방식 도입 및 행정재산활용협의체 구성,�③�용도폐지 신고제 도입 등

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4)�3차 TF회의 주요내용

3차 TF회의에서는 1,�2차 TF회의를거치며정리한법개정(안)과제도및절차개선(안)을

검토하였으며 추가 논의사항을 발굴하여 기존 활용체계(안)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였다.

법 개정(안)에서는다음사항을보완하였다.�①�기존안은 「국유재산법」과 「도시재생특별

법」�모두개정하는방향이었으나현재법개정에대한국회내분위기가우호적이지않다

는전문가자문의견을수렴하여 법조항개정·신설(안)을 최소화하였다.�제도및 절차개선

(안)에서는다음사항을보완하였다.�①�행정재산활용협의체구성 시행정재산의 직접적

인활용주체가되는도시재생사업사업시행자를포함시키도록하였다.�②�행정재산활용

협의체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③�도시재생을 위한 국유지 활용 시,�

공공성을 보장하고 민간주체에 의한 시장과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총괄사업시행

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3차에 걸쳐 TF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규 및 제도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3장,�4장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01�연구개요 /�9

4)�연구의 흐름도

이연구는①�연구개요,�②�현행국유지활용체계의한계와과제,�③�효율적국유지활용

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방안,�④�도시재생사업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 및 절차 마련,�⑤�

서울시 국유지 활용방안 모색,�⑥�연구종합 및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된다.

[그림 1-3]�연구의 흐름도



02
현행�국유지�활용체계와�
법제도상의�문제점

1_국·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계

2_국·공유재산의 소유,�관리 및 활용 등 다양한 이슈 존재

3_국유지 활용 근거는 있으나 실질적 작동에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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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현행국유지활용체계와법제도상의문제점

1_국·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계

1)�마중물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임대주택 및 거점 시설 등 앵커시설

조성을 위한 가용부지 필요

지역내거점 역할및공공지원역할을수행할앵커시설의조성은도시재생사업과주거환

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공간이다.�지자체가추진하는도시재

생 관련 사업에서 앵커시설은 구역 내 시유지 및 구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데는 현재의 활용 여부,�부지의 규모 및 입지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의 부지를 임차 또는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지

만,�이 또한토지 및 건물소유자와의협의가필요하며무엇보다도매입을위하여공공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마중물사업의앵커시설을조성하고관련사업이재정의제약을비교적덜받고원활히추

진되기 위해서는 필요시설을조성할수 있는가용부지를 민간에서 찾기보다는 지자체소

유의 시·구유지 및국가소유의국유지를포함한국·공유지에서확보하는것이반드시 필

요하다.�그러나 도시재생 관련 사업구역 내 시·구유지의 현황을 보면,�지자체가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어 국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자료:�서울시,�가리봉,�암사동,�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자료

[그림 2-1]�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앵커시설 조성 예시



02�현행국유지활용체계와법제도상의문제점 /�13

2)�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중구,�성북구 순으로 국유지 비율이 높아

서울시전체국·공유지면적 40,870,483㎡(59,735필지)�중 국유지는 18,533,667㎡(22,301

필지)를보유하고있으며,�이는서울시전체국·공유지면적의 45.35%에해당한다.�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국유지를 살펴보면,�용산구 2,157필지,�중구 1,671필지,�성북구 1,623필지

순으로 가장 많은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림 2-2]�자치구별 국유지 현황

3)�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국유지 다수 보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에 분포된 국유지는 토지대장 지목에서

활용이 어려운도로,�하천,�구거등의지목을제외하고유효지목만을대상으로살펴보았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전체국유지는 385,718㎡,�1,592필지를보유하고있으며,�주거환

경관리사업구역내전체국유지중활용이가능한 90㎡�이상의국유지는 7,601.5㎡,�44필

지를 보유하고 있다.4)�국유지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우체국,�

파출소,�주민센터,�어린이집등공공시설의용도로사용하고있는국유지가있는반면,�지목은

4)�주거환경관리사업 내활용가능하다고판단되는국유지는토지대장지목에서 공부(公簿)상의 대지로우선 추출하였으며,�위성지
도와 비교하여 도로,�골목길,�공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필지는 제외하여 개략적인 면적을 산출하였다.�추후 국유지 활용
시 각�구역의 세부 현황(건축물,�이용현황,�이용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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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로되어있으나개인주택·음식점점유또는도로,�나대지·공원등으로사용되고있는국유

지도 다수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분 서울시 전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국유지 면적 18,533,667㎡ 385,718㎡ 7,601.5㎡*

국유지 필지수 22,301필지 1,592필지 44필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전체국유지 면적은 54,594.2㎡,�775필지를차지하는데,�이 중도로,�공원등을제외한면적

[표 2-1]�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국유지 현황

[그림 2-3]�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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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사진

공공시설

개인주택

도로

나대지,�공원
및 기타

[표 2-2]�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국유지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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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국·공유재산의 소유,�관리 및 활용 등 다양한 이슈 존재

1)�정책적 측면에서의 이슈

(1)� 「도시재생특별법」에서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활용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

「도시재생특별법」�및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를 활용할

수있도록 [그림 2-4]와 같이명문규정을두고있다.�이에따라도시재생사업과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지자체에서는 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발췌 및 정리

[그림 2-4]� 「도시재생특별법」의 국유지 활용에 관한 주요내용

(2)�도시 재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2017년 새 정부에서는 낡고 쇠퇴한 도시의 주거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구

도심과노후주거지를대상으로매년 100곳에 공적재원 10조 원을 지원하는도시재생 뉴

딜정책을발표하였다.�도시재생뉴딜 지원대상으로도심·저층노후주거지,�노후산업단지,�

역세권 지방 중소도시 등을 6개 유형 15개 모델로 포괄하여 지역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이 중 공유재산활용형에서는 [표 2-2]에서 보듯이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이 3개의 유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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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에정부에서는 ‘재정을통한일자리·소득지원방안’을통한노후청사복합개발

선도사업지 19개소를 선정하였다.�발표된 선도사업지는 국유지 8개소,�공유지 11개소로

전국 주요 도심지역의 노후공공청사를 재건축해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공공시설 등으

로 복합개발이 진행된다.

유형 세부유형(사업모델) 유형 세부유형(사업모델)

정비사업
보완형

①�재개발·재건축사업
②�도시환경정비사업등도심

사회통합
농어촌
복지형

⑦�생활복지주택,�
� � �농어촌복지 공유주택 등
⑧�중소도시 시내 정비

저층주거지
정비 및
매입

③�저층 노후주거지
���재생모델
④�기존 주택 매입,�
� � �장기 임차 공공주택

공유재산
활용형

⑨�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
⑩�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사업
⑪�저밀 공용청사 복합화사업

역세권
정비형

⑤�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정비
⑥�역세권 공유지 활용
���복합사업 구역 추진

혁신공간
창출형

⑫�도심 신활력 거점공간 조성
⑬�도시첨단산업단지,�
� �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⑭�복합기숙사 건축 및
���캠퍼스타운 조성
⑮�생산하는 도시,�
� � �생산하는아파트단지지원사업

자료:�도시재생사업 주택도시기금 지원 참고자료

[표 2-3]�도시재생 뉴딜 6대 유형,�15개 사업 모델(안)

선도사업지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구 부산남부경찰서 부지의 경우를들 수 있다.�경찰서

이전 이후남아있는노후건축물을연접한부산시소유의 여성회관과통합하여개발하는

국·공유재산 공동개발사례이다.�구 부산남부경찰서 부지는 경성대,�부경대 등 대학가와

인접한 부산 남구 핵심 상업지역으로 30층 높이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국가·자치단체

공용청사(여성회관등),�청년임대주택(300호),�일자리창출공간(창업지원등)으로통합활

용될예정이다.�이와같이정부는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선도사업을추진함으로써건설

경기활성화및 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청년등주거취약계층의주거비부담을경감하는

등 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5)�

5)�김주영,�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19곳 선정…영등포 선관위 등,�국토일보,�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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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81061

[그림 2-5]�구 부산 남부경찰서 현황 및 조감도

2)�국·공유재산 활용 측면에서의 이슈

(1)�중앙정부서울시 등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노력

2015년 8월에는 기재부와 서울시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2,780억 원 규모의 국·공유지 간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다.�교환대상 국유지는 세종문화회관 부지 일부,�중랑하수처리장,�

뚝도정수장,�도로,�공원 등 86필지이며,�공유재산은 구로경찰서·치안센터 등 토지·건물,�

서울법원종합청사,�북한산국립공원,�4·19국립묘지 등 164필지,�15동이 이에 해당한다.6)

또한 2017년 7월 강릉시에서는 홍제동 농촌진흥청 시험포 부지를 사천면 시유지와 맞교

환하고교환부지에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아파트,�단독주택의 주차난을해소

할 계획이다.7)�

이와같이국가와지자체간상호점유하고있는국·공유재산들을교환등을통해효율적

으로 관리 및 활용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박경남,�정부-서울시,�세종문화회관 부지 등 국·공유재산 교환,�건설경제신문,�2015.08.04

7)�최동열,�국유지·시유지 맞교환 주차장 확충 잇따라,�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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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시,�효율적인시유지의활용및관리를위한공공토지자원DB�구축및개발방안모색

서울시는 시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을 개발하고 있

다.�활용가능한서울시 시유지는 690만㎡이며,�이는 여의도면적 290만㎡의약 2배 이상

에 해당한다.�2014년부터 DB�구축을 시작하여 2016년 상반기에 1단계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1단계대상은 300~1만㎡의중규모시유지로 2016년 8월부터활용되고있

다.�1단계 시스템 구축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소규모와 대규모 시유지 등 공공부지

전반을대상으로확대하여 2단계 개발에착수하였으며,�이는 2018년까지 완료할계획이

다.8)�이렇게 구축되는 DB를 활용,�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유지를 발굴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정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국유지의개발방식은기존수익형위주의사업개발방식에서공익성과재정수입확보의� �

� � �조화를 위한 움직임

기존 국유지 중 행정목적 이외 개발·활용이 가능한 재산인 일반재산은 공공시설의 확보

측면에서도 기여했지만 임대오피스,�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수익형 시설 위주의 개발이 진

행되어왔다.�그러나 2017년 8월 기재부에서는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포용·혁신 성장 지

원이라는정책목표하에국유지관리패러다임을 ‘공익 실현 및사회적가치제고’와 ‘재정

수입 확보’의 조화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기재부는 국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재산의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공익목적으로 개발

및활용이가능한유휴·미활용일반재산을추가확보한다는방침이다.�또한용도폐지강

화를통해유휴행정재산을일반재산으로전환하고매입예산을확대하며,�LH,�지자체등

이조성한부지를공익목적을고려하여활용할수있도록비축부동산으로확보할예정

이다.9)

8)�최문혁,�서울시,�시유지 활용·관리 시스템 구축,�ChosunBiz,�2016.08.04

9)�기획재정부,�2017,�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안)�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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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국유지 활용 근거는 있으나 실질적 작동에 한계 존재

1)�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활용 근거는 있으나,�다양한 어려움 존재

현행 「도시재생특별법」,�「국유재산법」,�「국유재산제한특례법」에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활용에 관한 근거가 있으나,�관련법을 통한 실질적인 작동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도시

재생및주거환경관리사업내효율적인국유지활용을위해서는보다면밀한검토를통한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국유지 활용을 위한 협의절차 및 의사결정의 어려움 존재

중앙관서는 사용·보유 중인 행정재산이 국가 재산임에도불구하고자체 소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경향이크다.�유휴한행정재산일지라도중앙관서에서는추후개발을위해서행

정재산을 최대한 축적하고 용도폐지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현재

중앙정부가소유한국유지의 대부,�매각,�교환,�양여,�개발,�현물출자등의 의사결정에서

관련부처와각�기관의이해관계를조정하는통합절차의부재로관련협의에많은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3)�기존 국유지는 업무·상업시설 위주의 수익창출모델 중심 개발 방식 채용

일반재산은 기재부의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관리 및 개발을 진

행하고있다.�공공시설의확대에도기여하지만,�업무·상업시설 위주의수익창출중심으로

개발방식이채용되고있어서,�기존보다조성시설의공공성을높일수있도록국유지의다

양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식 모색이 필요하다.

[그림 2-6]�국유지 활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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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효율적국유지활용을위한관련법제도개선방안

이장에서는 TF회의를통해제시된 의견을토대로법제도에대한고찰을진행하여,�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10)�

1_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국유지 활용 관련 법·정책방향을 전면 검토하여 법 개정방향 구상

도시재생에관계된 법은 「도시재생특별법」이 있으며,�국유지활용에관계된 법은 「국유재

산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있다.�또한 2017년 8월 기재부에서발표한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안)’에서는 정부의 향후 국유지 활용방향에

대한적극성을살펴볼수있다.�이와같은관련 법과정책방향을면밀히 검토하여도시재

생 목적으로 국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 개정방향을 구상하였다.�

2)�관련법 직접 개정의 최소화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지 중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

항을도시재생사업구역에한정하여행정재산이라할지라도 ‘교환또는양여’가�가능하도

록개정할것을제시하고자한다.�다음으로,�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에 적용된 법에 따라 국유지 임대11)�시 임대료와 임대기간상 특례를 제공한

다.�「도시재생특별법」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적용하면 도시재생 목적의 국유지 활용

시 임대료와임대기간을조정할수있게되므로,�「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해국유재산특례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0)�최근국회의 분위기가법 개정에대하여 우호적이지 않고,�이 연구에서 국유지 활용범위를모든국유지가아닌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국유지로만제한하고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대한직접 개정은최소화하고,�기존국유지
활용체계를 우선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1)�임대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대부를 통틀어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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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특별법」�개정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국유지 활용의 활성화

국토부는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제정후도시재생을수행하면서누적된실무자의애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도시재생특별법」�개정을 논의 중이다.�또한 「도시재생특별법」�제

30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국유지의 활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이 연구에서는같은 법제30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의 기본내용을바탕으로관련법개정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2_관련법 개선방안

1)�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활용(처분)�범위의 확대

(1)�행정재산은 국유지의 대부분을 차지

국유지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그 외 일반재산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12)�

국유지 중 행정재산은 약 96%로 국유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일반재산은 약 4%에

불과하여 행정재산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분 면적 국토면적 대비 비율 금액

행정재산 23,359㎢ 96.4% 23.3% 410조 원

일반재산 877㎢ 3.6% 0.8% 25조 원

국유지 합계 24,236㎢ 100% 24.1% 435조 원

자료:�박소영 외(2016),�도시 내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p.22

[표 3-1]�국유지 현황

(2)�도시재생사업지역에 한하여 행정재산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필요

「국유재산법」�제27조에의하면기본적으로행정재산은처분할수없지만,�[표 3-2]와같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한하여 교환,�양여할수 있다.�행정재산은 전체국유지의대부분을

12)�국유재산,�행정재산,�일반재산의 정의는 [부록 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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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므로 「국유재산법」�제27조조항일부를개정하지않는다면국유지활용이근본적으

로 불가능할 수 있다.�따라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국유지에 한해서는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처분,�교환,�양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법」�제27조(처분의 제한)

현황

①�행정재산은처분하지 못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공유(公有)�또는사유재산과교환하여 그교환받은재산을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개정
(호 추가)

3.� 「도시재생특별법」�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담조직이 행정재산
활용협의체13)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행정재산 활용을 상정한 경우

[표 3-2]�행정재산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개정(안)

2)�국유지 활용 신청(협의)에 대한 검토 및 회신기한 설정

(1)�국유지 활용 신청 시 잦은 지연 발생

국유지활용업무수행경험이있는전문가및서울시관계자들의의견수렴을통해국유지

활용 시 발생하는다양한애로사항을파악할 수있었다.�가장 심각한애로사항중하나

로,�지자체에서 국유지 활용 신청 시 이에 대한 기재부의 검토 및 회신이 자주 지연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국유지 활용 신청에 대한 회신기한 설정으로 국유지 활용 지연 방지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제30조에서는 도시재생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신청(협의)에 대한 주무부서의 검토 및 회신기한을 20일 이내로 설정해두고

있다.�현행법에서 검토및 회신기한에대한기본틀을제시하고있으나처분에관련된사

항만으로 적용이 제한되므로,�[표 3-3]과 같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개정안을제시하고자한다.�다만,�처분을포함해활용유형이다양해짐에따라

13)�본 보고서 제4장 제4절에 따른 행정재산 활용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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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 업무량 증가를 감안하여 검토 및 회신기한은 기존 2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충분한 검토기간14)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재생특별법」�현황 조항 개정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국·공유재산 등의 활용�등)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활용(대부,�교환,�양여,�
매각,�개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
②�제1항에따라협의를받은관리청은최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활용 행위별 응답기한
차등적용)하여야 한다.

[표 3-3]�회신기한 설정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

3)� 「도시재생특별법」�개정 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적용

(1)� 「국유재산법」상 임대료가 높고 임대기간이 짧아 도시재생사업 추진 가능성 저하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는 국유지 임대 시 임대료를 해당 국유지가액의

0.5%로 높게책정하고 있다.�동법 제35조에서는 임대기간을 1회 계약 시 5년 이내로제

한하며,�임대기간 연장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1회까지만 허용한다.�수익성보다 공공성

을추구하는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현행법에따른국유지 임대는임대료지출부담으로

이어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내 국유지 무상양여 사례 검토

불량주택및열악한기반시설을개선하려는목적으로시행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하 ‘도정법’)」은사업시행지역이국유지를포함하는경우 [표 3-4]와같이국유지를무상양여

할수있는강력한법적 근거를마련하고 있다.�그리고이 법적 근거를국유재산특례와그

14)�향후지속적인 논의를거쳐 적정 검토·회신기간을최대 60일 이내범위에서 대부,�교환,�양여,�매각,�개발등각�활용유형별로
차등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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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표 3-5]와같이추가함으로써 「도정

법」에 따른 국유지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정법」과제정배경,�법적용지역의성격,�제정목적이유사하다.�따라서

도시재생을 위한관련 사업의 실행을 위해국유지를활용해야하는 경우,�「도정법」�사례와

같이해당국유지에대한무상양여또한검토해볼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1)에서제시된

임대료및임대기간관련문제점또한 「도정법」�사례를참고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적용

을 통해 관련 법 내용의 개선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구분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때에는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
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해제(이하 “인·허가 등”)가�있은 것으로보며,�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2.�「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사용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것으로보는경우에는관계법률또는시·도조례에따라해당인·허가등의
대가로부과되는수수료와해당국유지·공유지의사용또는점용에따른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제68조(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구역에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
토지는제28조제4항에따른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있은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것으로보며,�「국유재산법」,�「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및 그밖에국유지·
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관하여 규정한관계법령에도불구하고해당사업시행
자에게무상으로양여된다.�다만,�「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에따른행정재산또
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에따른행정재산과국가또는지방자치
단체가양도계약을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대금의 일부를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거환경개선구역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도시영세민을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재개발구역(이 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제외하고,�공유지는시장·군수등또는토지주택공
사 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표 3-4]� 「도정법」에 따른 국유지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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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내용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양여

2 「결핵예방법」�제24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제13조에따른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제17조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 등

⦙
46 「도로교통법」�제13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표 3-4]�참조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양여

49 「도시개발법」�제6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50 「도시철도법」�제10조에 따른 양여

⦙
206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20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20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장기 사용허가 등 및 양여

2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5항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이상 총 206개 법조항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 적용 중

57,�184,�195번 법조항 삭제 <2014.12.30.>

자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별표1�기반으로 재작성

[표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3)�국유지 임대 관련 사항을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개정 후 국유재산특례 적용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표 3-6]과같이특정법에한하여국유재산특례를제공함으로

써 국유지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이를 활용하면 도시재생을 위한

국유지임대및사용이보다더효과적으로이뤄질것으로판단된다.�특례적용을위해우선

[표3-7]과같이 「도시재생특별법」을개정하여국유지임대료와임대기간에관한사항을구체

적으로명문화하는것을제시하였다.�다음단계로는국토부장관이개정안에대한국유재산특

례적용을기재부에신청하고,�기재부장관과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이를심사하여 「도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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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특별법」에대한특례적용여부를결정하는절차를진행한다.�이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도시재생특별법」이 추가되면,�국유지 임대 시 임대료 및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구분 내용

특례적용대상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등 200여 개 법에 대해 국유재산 활용 시
특례를 적용 중(2017년 11월 기준)

특례적용범위
1.�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2.�국유재산 임대기간의 조정
3.�국유재산의 양여

국유재산특례의 신설에 관한 심사

자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2조,�제4조,�제6조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

[표 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관련 사항 정리

「국유재산법」�현황 조항 신설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의2(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제35조,�제46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대부계약 갱신 가능
-�다만,�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1회만갱신
가능

→

①�도시재생사업자의 경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제35조,�제42조)
-�사용·대부기간은 5년 이하

→

②�제1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 기간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영 제29조)�
-�연간 사용·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0.5%�이상

③�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따른다.

[표 3-7]�임대료 및 임대기간 설정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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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법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도시재생 목적으로 국유지를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행정재산

임에도불구하고활용할수있도록 「국유재산법」�개정이 필요하다.�또한도시재생목적의

국유지 활용신청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검토 및 회신기한을 설정하도록 「도시재생특별법」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목적으로국유지임대시 임대료및 임대기간을유연하게적용할수있도록 「도

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적용 또한 필요하다.�이상의 법 개정

을 통해 도시재생 목적의 국유지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3-1]�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04
도시재생사업�원활화를�위한�
제도�및�절차의�구비

1_제도 및 절차 구비방향 구상

2_적극적인 용도폐지 수행을 위해 용도폐지 신고제 도입

3_용도폐지가불가능한행정재산을대상으로 직접활용방식도입

4_행정재산 직접활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활용협의체 운영

5_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위해 총괄사업시행자제도 운영

6_제도및절차구비후도시재생목적으로행정재산주도적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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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도시재생사업원활화를위한제도및절차의구비

현행법상국유지중행정재산은활용성에제약이많은반면일반재산은자유롭게활용이

가능하다.�이 장에서는현행법검토와 TF�논의사항을토대로일반재산을더욱많이확보

하고,�행정재산 중 유휴 및 저이용 행정재산에 한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

1_제도 및 절차 구비방향 구상

1)�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활성화로 일반재산 확보 극대화

행정목적에사용되는행정재산과달리일반재산은개발과매각을진행할수있어 비교적

자유롭게활용이가능하나,�일반재산은전체국유지의약 4%에불과하고그마저도필지

형태와 면적,�입지가 양호하지 못해 활용성이 크게 제한된다.15)�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다.�그러나행정재산관리권자인중앙관서의장은행정목적을상실한유

휴 행정재산에 대해 향후 활용가능성을 이유로 용도폐지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현재

각�중앙관서에축적된유휴행정재산은 [표 4-1]과 같다.�2016년 기준 여의도면적의 6배

에 달하며 금액가치로는 6,700억 원에 이른다.�이는 각�중앙관서의 자발적 신고에 따른

결과로서실제규모는더할수있다는것이관계전문가의의견이다.�기재부장관은 「국유

재산법」�제22조에 의거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진행할 수 있지만,�

직권에 의한 용도폐지는 그 사례가 거의 전무하여 실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목적을 상실한 유휴 행정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용도폐지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활용이 용이한 일반재산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15)� [부록 1]�2차 TF�회의 결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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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 면적 금액 중앙관서 면적 금액

국토부 18,416,554 431,217 미래부 1,726 434

대법원 34,378 119,564 문화재청 53,294 356

국방부 419,506 52,184 문체부 9,553 311

경찰청 24,368 22,684 산림청 10,822 287

농축산부 189,861 15,873 교육부 1,747 241

우정사업본부 6,741 10,811 통일부 7,355 152

해수부 173,977 8,001 환경부 6,977 87

선관위 10,503 6,433 법무부 638 55

보건복지부 47,009 3,252 농촌진흥청 1,702 9

행자부 14,302 781
합계

19,438,998
(여의도면적 6배)

673,350
국민안전처 7,985 618

자료:�기획재정부(2016),�중앙관서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689)

[표 4-1]�중앙관서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
(단위:�㎡,�백만 원)�

�

2)�용도폐지가 불가능한 행정재산의 직접활용방안 마련

용도폐지는행정목적을상실한유휴행정재산에대해서만가능하다.�그러나유휴행정재

산외에도 [그림 4-1]과 같이 민간의무단점유로활용되지못하거나,�현재 건축물이 법정

용적률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저이용되는 행정재산이 다수 존재한다.�저이용 행정재산은

현행법상 용도폐지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여,�저이용 행정재산의 활용효율을 높이기 위

한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 � �

� �

[그림 4-1]�저이용 행정재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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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적극적인 용도폐지 수행을 위해 용도폐지 신고제 도입

1)�용도폐지 신고제 도입으로 유휴 행정재산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 절감

현행법상기재부장관만이유휴행정재산의용도폐지를할수있다.�유휴행정재산은해당

중앙관서의 자발적 신고나 기재부의 전수조사로만파악할수 있어 유휴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는사전준비에많은시간이소요된다는단점이있다.�그러나지자체장또는도시재생

사업주체가주도적으로도시재생사업구역내유휴행정재산을기재부로신고할수있도

록용도폐지신고제를도입하게되면,�기재부장관은유휴행정재산파악에시간을지체할

필요 없이 신고받은행정재산에대해용도폐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수 있게 된다.�

[그림 4-2]와같이기재부장관의용도폐지를수동적으로기다리지않고,�유휴행정재산활

용희망 주체의 주도적 신고로 유휴 행정재산 활용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

2)�도시재생분과 설치로 용도폐지 신고제를 절차적으로 보완

「국유재산법」�제26조에 의하면 기재부장관 직권에 의한 용도폐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를거쳐야하고,�위원회는효율적운영을위해분야별분과위원

회를설치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이에근거하여도시재생관련용도폐지신고를전담

검토하는 ‘도시재생분과’의 설치를 제시하고자한다.�이를 통하여 자칫복잡해질수 있는

용도폐지신고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용도폐지 신고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조항 신설 제안

용도폐지신고제의정착을위해 [그림 4-3]과 같이 「도시재생특별법」�내 다음과같은절차

로신규조항의신설을제시하고자한다.�①�용도폐지 신고주체를지자체장으로구체화한

다.�②�위원회 산하에 도시재생목적의 용도폐지 신고 접수를 전담하는 ‘도시재생분과’를

설치한다.�③�도시재생분과는 기재부장관과직접 협의하여 용도폐지여부를 결정한다.�④�

용도폐지를결정한경우이를중앙관서의장에게통보해이의제기 기회를주고,�⑤�이의

제기의 기한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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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용도폐지 신고제의 운영상세(안)

[그림 4-3]�용도폐지 신고제의 법적 근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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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용도폐지가 불가능한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직접활용방식 도입

1)�용도폐지가 힘든 유휴·저이용 행정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유휴행정재산현황조사후기재부장관직권에의한용도폐지는시간소요가많으며,�용도폐

지통보시중앙관서의장이이의를제기하는경우유휴행정재산임에도불구하고용도폐지

를할수없다.�또한현행법상행정재산은개발이불가능16)하여그활용성이제한되고,�유휴

행정재산이아닌저이용행정재산의경우저이용되기는하나행정용도로사용중이므로용도

폐지가불가능하다.�위탁개발의경우에한하여행정재산을일반재산으로용도폐지후수탁

기관에개발을위탁할수있지만,�이또한특정개발방식및조건하에가능하므로제한적이

라할수있다.17)�따라서용도폐지가힘든유휴·저이용행정재산을대상으로행정재산직

접활용방식의도입을제시하고자한다.�이러한직접활용방식의도입으로행정재산활용희

망주체와중앙관서의 장은행정재산 활용방향에대한 협의를 거치게 되며,�이 과정에서

[그림 4-4]의 ‘제안 1’과 같이 행정재산의용도폐지를권유하거나,�‘제안 2’와 같이행정재

산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림 4-4]�기존방식과 행정재산 직접활용방식 간 특징 비교

16)�「국유재산법」�제27조 및 제30조에따라행정재산은사용허가,�교환,�양여 방식으로만활용이 가능하다.�행정재산은직접적인
개발을 할 수 없고,�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야만 개발할 수 있다.�

17)�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4호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별표6�‘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따르면,�다음과같은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수탁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 �1)�건물의 노후화,�사용면적 협소 및 타 용도로의 사용 등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2)�행정재산의 개발(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이
필요하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3)�기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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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방식은 우선 유휴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면 활용희망주체가

새로확보된일반재산에맞는활용계획을수립하여활용하는프로세스로진행된다.�그러

나 행정재산 직접활용방식을 도입할 경우 행정재산 활용희망주체가 활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해당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그림 4-4]의 ‘제안 1’과 같이 행정재산직접활용의논의단계에서중앙관서의장

이 수용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일반재산 전환후 추가적인 활용계획 수립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시간 절약의 장점이 있다.�‘제안 2’와 같이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직접 활용에동의한 경우용도폐지 절차없이 곧바로행정재산을활용할수있

어 행정재산 활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욱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행정재산직접활용방식도입목적은용도폐지가어려운유휴·저이용행정재산의활용도를

높이기위함이다.�따라서중앙관서의장의동의가있고,�기존행정목적범위내에서개발

할수 있다면,�유휴·저이용 행정재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재산또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2)�행정재산 직접활용방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조항 신설

제안

행정재산직접활용방식의 정착을위해 [그림 4-5]와 같이 「도시재생특별법」�내 다음과같

은 구조로 신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①�지자체장은 행정재산 활용여부를 중앙관서의

장과직접 협의할수있다.�②�행정재산활용시 지자체는전문성을갖춘산하지방출자·

출연기관에 활용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③�행정재산을 교환,�양여,�사용허가뿐만 아니

라개발할수있다.�④�행정재산개발후기존행정목적 범위내에서개발비 회수를위한

수익행위를할수있다.�⑤�지자체와중앙관서가함께행정재산을개발하는경우그기여

의 정도에 따라 행정재산을 구분 등기하여 소유할 수 있다.



38�/�도시재생구역내국유지효율적활용위한법제도개선방안

[그림 4-5]�행정재산 직접활용방식의 법적 근거(안)�

4_행정재산 직접활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활용협의체 운영

1)�행정재산 직접활용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창구 필요

행정재산 직접활용방식 도입으로 용도폐지가 불가능한 모든 유휴·저이용 행정재산의 활

용성을높일수있다.�그런데행정재산직접활용방식은행정재산활용희망주체와중앙관

서의 장 간의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양자 간 협의를 위한 행정재산활용협의체

(이하 ‘협의체’)를 마련하여 직접활용방식을 절차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는 행정재산 활용희망주체와 중앙관서의 장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그림 4-6]과 같이 협의체는 행정재산 직접활용에대해논의할수 있고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를 수용하도록 중앙관서의 장을 설득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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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행정재산 활용협의체의 역할

2)�행정재산 활용논의부터 활용 후 사후관리까지 협의체 지속 운영 제안

유휴·저이용행정재산활용희망주체가행정재산활용계획서를준비하여행정재산활용신

청을하면,�중앙관서는협의체를구성하여활용계획서를검토하고활용신청에대해인용·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활용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행정재산 활용희망주체는 활용계획서 내용에 따라 해당 행정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 경우,�활용의 착수단계부터 준공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협의체가계속운영되어야한다.�원활한 국유지 활용을 위해 협의체는 논의사항발

생 시 활용희망주체와중앙관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조율할수 있어야 하며,�이를 위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그림 4-7]�행정재산 활용협의체의 운영상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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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재생주체 및 중앙관서 관계자를 두루 포함하여 협의체 조직을 구성

행정재산활용협의체에는 [그림 4-8]과 같이협의체장,�국토부및 서울시등유휴·저이용

행정재산을도시재생목적으로 직접 활용하려고하는주체,�중앙관서,�관련 전문가자문

단 등 행정재산 활용에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림 4-8]�행정재산 활용협의체의 조직구성(안)�

4)�활용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 관련 조항 신설 제안

행정재산 활용협의체 운영을 위해 [그림 4-9]와 같이 「도시재생특별법」�내 다음과 같은

신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①�국토부장관은중앙관서의 장의 동의 후 협의체를구성 및

운영하게되고,�협의체를통해행정재산직접활용에관한사항을직접논의하게된다.�②�

협의체의 규모를 구체화한다.�③�기재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후 국토부장관이

협의체장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림 4-9]�행정재산 활용협의체의 법적 근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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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위해 총괄사업시행자제도 운영

1)�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민간 특혜 시비 발생과 난개발 우려

도시재생에대한공공성요구가많으나도시재생사업 실현을위해사업성을높이면 공공

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크고,�이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사업비규모가커질수록민간이 직접재생사업에투입되기보다는리츠18)�등을 활

용하여 민관이 복합된 주체를 형성한 뒤 사업을 전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도시재생사

업의특수성을감안하면사업이진행될수록공간적측면이나사업수행주체측면에서민관

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이는 도시재생을 위한 국유지 활용이 장기적으로 난개발의

수단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총괄사업시행자제도 운영으로 공공성 확보와 민간참여 동시 만족

도시재생사업구역에서사업을추진하는공공부문의주체로서총괄사업시행자의도입을

제시하고자한다.�총괄사업시행자는공공지분이과반을차지하는공공주도의 민관협력주

체이다.�총괄사업시행자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과 관리를 전제로

민간의참여와발언을유도할수있게된다.�또한공공지분을높임으로써투기자본유입

에따른부작용을줄이고,�과잉공급에의한미분양위험등민간시장과열우려를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괄사업시행자의 운영 방식 및 역할 제안

Ÿ 공기업 또는 공공지분 50%�이상의 민관협력주체를 지자체가 지정
Ÿ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거점구역의 제안권 부여
Ÿ 활성화계획 수립 시 거점구역의 계획권·시행권 부여
Ÿ 국공유지장기 임대우선 활용권,�토지선매권및 비축기능활용,�비축시 세제지원및 기금우선 지원�
Ÿ 순환형 임대+복합 거점 사업 또는 기반시설 정비에 예산 선투입 후 주변으로 재생 활동 확산
Ÿ 장기 관리·운영 사업모델 실행으로 책임있는 지역활성화 실현,�시장 조절로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표 4-2]�총괄사업시행자 운영(안)�

18)�리츠(REITs)란,�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임대수입,�매각차익,�
개발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간접투자방식을 말한다(자료:�https://www.kait.com/reits/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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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제도 및 절차 구비 후 도시재생 목적으로 행정재산 주도적 활용

용도폐지가 불가능한 유휴·저이용 행정재산의 경우 활용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

행법상활용방법이상당히제한적이다.�이와같은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용도폐지신고

제,�행정재산직접활용,�행정재산활용협의체운영,�총괄사업시행자운영방식을구상하고

이의 정착을 위한 세부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시재생목적으로행정재산의활용을희망하는주체는활용계획을마련하여주도적으로

활용신청을 할 수 있고,�중앙관서의 장과 계획을 함께 협의함으로써 유휴·저이용 행정재

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도시재생목적으로국유지활용시,�공공이 주도하는민관복합사업수행주체로총

괄사업시행자를지정 및운영함으로써,�민간특혜시비를사전차단할뿐만아니라도시재

생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4-10]�제도 및 절차 구비(안)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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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서울시국유지활용방안모색

이 장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활용 가능한 유휴·저

이용국유지를검토하고적정한공공개발의시뮬레이션을거쳐보다효율적이고공공성을

고려한 개발 및 활용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1_사례분석 개요

1)�거점시설을 위한 가용부지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

27개의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전체국유지면적은 385,718㎡,�1,592필지를차지하고있으

며,�77개의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전체 국유지 면적은 7,601.5㎡,�44필지를 차지하고

있다.19)�서울신청사대지면적 12,709.4㎡와비교했을때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국유지는

서울 신청사 대지면적의 약 30배에 해당한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개소 중유형별·단계별로국유지의 활용 가능

성이가장높다고판단되는 ‘낙원상가도시재생활성화지역’�외 4개소를선정하였다.�주거

환경관리사업구역의 활용 대상지로는 지정된 총 77개소 구역 중 부지 매입 계획이 있는

구역을제외하고,�지역거점시설계획이 없고국유지를포함하고있는 ‘서대문구홍은동주

거환경관리사업구역’�1개소를선정하였다.�각각의대상구역에서시유지·구유지의 위치 및

현재활용현황을검토하고그외에도시재생을위한앵커시설을조성할필요성이있다고

판단되는 국유지를 활용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19)�주거환경관리사업 내전체국유지 면적은 54,594.2㎡,�775필지를차지하고있으며,�본문에기재된면적과필지수는활용가능한
최소 면적인 90㎡�이상 유효지목(도로,�하천,�종교용지 등 제외)으로 개략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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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고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영등포 경인로 2단계 경제기반형
낙원상가 1단계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마장동 2단계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신촌 1단계 근린재생 일반형
묵2동 2단계 근린재생 일반형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서대문구 홍은동

[표 5-1]�국유지 활용 대상지

[그림 5-1]�국유지 활용모색을 위한 대상지 선정

2)�활용방안의 원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국유지는 반드시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는시설조성을위해서활용하는것을기본으로아래와같은 5가지 원칙을수립하

였다.�

(1)�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시유지·공유지를우선 활용하되,�현황

상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 국유지의 활용을 제안한다.�

(2)�활용할 국유지는 유휴 및 저이용으로 판단되는 국유지에 한한다.�이를 위해서 해당

지역에대한 전수조사를통해유휴및 저이용국유지에대한 면밀한 현황파악을 진행해

야 하며,�해당 국유지와 관련하여 활용계획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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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각�구역별로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는 시설과 기능을

파악하고필요시설을도출해야한다.�이를위해서는공공기능을우선적으로확보해야하며

지역�내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 및 기능 도출이 필요하다.�

(4)�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능한한공공재정투입을최소화하기위해수익시설의운

용이가능하도록�한다.�여기서 수익시설의수입은개발사업비로충당하고추후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에필요한시설(건물)은 시에서 소유권을보유하고토지는국가

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국유재산 대부(사용)료 유무에 따른 사업성 비교 검토

(1)�국유재산 이용 대가 산정 적용 요율

행정재산에대한사용료와일반재산에대한대부료는동일한기준으로 적용하여산출하

였다.�연간사용료및대부료는해당재산가액의 2.5%�이상의 요율을곱한금액으로산

출하며,�세부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적용 요율

경작용인 경우 1.0%�이상

주거용인 경우 2.0%�이상

국가가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5%�이상

지방자치단체가해당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사용하는
경우

2.5%�이상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0%�이상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따른사회복지사업에직접 사용
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5%�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이
경영하는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3.0%�이상

자료:�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요약

[표 5-2]�국유재산 이용 대가 산정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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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유재산 이용 대가 산정률 적용 여부에 따른 사업성 검토

선정된 대상지에 대한 본격적인 활용방안 모색에 앞서 종로구 낙원동 213-2번지(종로구

재활용센터)에대해국유지에대한사용대가의반영여부에따라개략적인사업성검토를

통하여 비교를 진행하였다.�

낙원동 213-2번지의 개발 후 사업성은 국유지 토지 임대료를 제외한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4층의 국가공공시설은 공공재정지원금(국고보조금)�지원을,� 5~7층의

코워킹커뮤니티시설은 도시재생기금 중 코워킹커뮤니티조성자금 활용을 통해 재원조

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였다.�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이

자율은 1.5%로 상환기간은 15년(2회 연장,�최장 15년)으로 최장기간 상환을 적용하였

다.�타 차입금은 최단기 상환을 가정할 때,�운영개시 후 25년 차에 상환이 가능하고,�

사업비는 운영개시 후 29년 차에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국유지 사용대가는 2017년 기준으로 공시지가 9,556천 원/㎡,�2.5%의 요율을 적용하여

연간 1억 8천8백만 원이소요되며,�사용기간동안매년납부하는토지임대료는운영경비

로반영하였다.�국유지사용대가를반영하였을경우무상양여또는사용을가정했을때

보다연간약 1억 9천만원의운영비부담이증가할것으로분석되었다.�또한,�타 차입금

및코워킹커뮤니티 조성자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연간순수입을상회하여 45년 운영을가

정해도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본연구에서국유지활용모색을위해선정된사업대상지의경우사업비및타차입금

을 상환할 수 있는 국유지의 무상양여와 사용을 원칙으로 건축시뮬레이션,�사업성 검토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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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전후 개념도

사업성 비교 검토

[표 5-3]� ‘낙원동 213-2번지’의 국유재산 대부(사용)료에 따른 사업성 비교 검토

2_낙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낙원상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국유지 현황

낙원상가는 2015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1단계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 중심시가지

형)으로 지정된 이후,�역사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활성화 사업 중 역사재생관련

사업들을통합하고주민의견을수렴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특성을반영한 ‘창덕궁앞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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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복판 역사재생계획(안)’을 2016년도에 발표하였다.�주민역량강화사업 및 공모사업

등의 추진으로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왔으며 2017년 9월부터는 익선동 도시한옥,�낙원상

가�등을 기반으로 신흥문화 재창조 거점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낙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유지는 3,538㎡,�46필지이며 국·공유지의 대부분이

문화재,�학교,�파출소,�세무서 등의공공시설로이용하고 있다.�또한도시재생목적에부

합한 시설·기능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시유지·구유지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2]�낙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국·공유지 분포 현황

[그림 5-3]�낙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국·공유지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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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서울플랜,�혜화·이화 지역생활권계획

낙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30�서울플랜 내 도심권에 해당하여,�‘역사문화도심으

로의 위상및글로벌경쟁력강화’를 발전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종로구혜화·이화 지역

생활권계획에서는 ‘역사·문화·예술의 향기를 머금은 활기찬 도시’를 미래상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다양한 지역활성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3)�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하나 보건소,�노인여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부족

낙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유지 활용 대상지로는 저이용·노후된 국유지인 종로

우체국일대부지와저이용·민간건물로점유된국유지인종로재활용센터부지일대를선

정하여진행하였다.�대상지는종로구종로2가동일반상업지역내입지하고있으며 버스정

류장 및 지하철 모두 도보 6분 거리 이내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하다.�대

상지 기준 반경 1㎞�이내의 생활서비스 시설 중 공공도서관 및 보건소가상대적으로 부

족하다.�혜화·이화 지역생활권은 서울시 전체에 대비하여 주차장,�노인여가 및 청소년아

동복지시설이 부족하지만,�일반상업지역 내 입지하여 개발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구분
버스 대상지

버스 보행시간 거리 보행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175m 3분 378m 6분

※�보행시간은 성인 평균 보행속도(80m/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표 5-4]� ‘종로 우체국 및 재활용센터’�일대 대중교통 접근성

시설
구분

주민
센터

공립
도서관

치안
센터

학교
공영
주차장

공원 구청
체육
시설

보건소
어린
이집

500m 1 - 1 - 5 1 - - - 1

1㎞ 1 - - 4 6 4 1 1 - 2

합계 2 0 1 4 11 5 1 1 0 3

[표 5-5]� ‘종로 우체국 및 재활용센터’�일대 반경 1㎞�이내 생활서비스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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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종로 우체국 및 재활용센터’�일대 입지분석

4)� ‘종로 우체국 및 파출소’�일대 부지 활용방안 모색

종로2가�39-2,�3번지는 경찰청,�종로구청이토지를소유하고건물은미래창조과학부,�종

로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로 현재 종로 우체국,�종로2가�파출소가 입지하고 있다.�

대상지를중심으로동·서측에는어르신이용객이많은탑골공원,�종묘공원이위치하고있

으며 실버영화관,�노인복지센터 등 관련 시설이 대상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지하철 1,�

3,�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이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으나 대상지는 약 40년이

지난노후된 건축물로정비가필요한건물이다.�또한,�용도지역은일반상업지역이지만현

재 건물은 법적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림 5-5]� ‘종로 우체국 및 파출소’�일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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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로 우체국,�파출소’�부지 재건축·정비 후 상설정보 제공,�복지상담센터로 조성

현재 우체국,�파출소 부지는 저이용 국유지로서 일반상업지역에 준하여 3층이었던 기존

건축물에서 5개 층의공간을추가확보하여 공간을활용할수 있도록공동재건축방식으

로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층부에는기존공공시설인파출소,�우체국을배치하고,�대로변의접근성을고려하여근

린생활시설을 계획하였다.�3층은 도시재생시설인 어르신 관련 복지상담센터를 배치하여

각종 상담 및 정보의 제공,�일자리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5층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소극장,�노인마켓,�북카페 관련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4층은 코워킹스페이스,�6~7층은 임대 오피스를 조성하여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있도록계획하였다.�또한부족한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해지하주차장을계획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개발 예시도

위치 종로구종로2가�39-2,�3번지

▼

대지면적 876.1㎡

건폐율/용적률 60%�/�600%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건축면적 약 506㎡�(57.76%)

연면적 약 3,542㎡�(404.29%)

층별
이용
현황

1층
종로2가파출소,�인포메이션 센터,�
근린생활시설

2층 우체국

3층 복지상담센터 (상담,�정보,�일자리연계)

4층 코워킹스페이스

5층 노인마켓,�소극장,�북카페형 사교공간

6~7층 임대오피스

[표 5-6]� ‘종로 우체국 및 파출소’�일대 개발 건축개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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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종로 우체국 및 파출소’�일대 개발 조감도(안)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4,�6,�7층 평면도 5층 평면도

[그림 5-7]� ‘종로 우체국 및 파출소’�일대 개발 평면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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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성 검토

파출소및 노인복지관련시설(북카페,�소극장,�노인마켓)�건립 비용에대해서는공공재원

지원을 가정하여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였다.�코워킹커뮤니티시설은 업무시설 일반임대료

(8만 원/평)의 약 60%�수준(5만 원/평)�임대료를 가정하였다.�사업성을 검토한 결과,�운

영개시 후 22년 차에 관련 사업비 회수가 가능하며,�타 차입금은 최단기 상환을 가정할

때 운영개시 후 17년 차에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8]� ‘종로 우체국 및 파출소’�일대 개발 개념도(안)

※�상기 사업성 검토는계획안확정 이전 분석 기준과개략적 사항을가정한 결과로사업계획 수립에따라변동가능함

[그림 5-9]� ‘종로 우체국 및 파출소’�일대 개발 사업성 검토(안)

구분 사업비 분담액 비율 비고

공공지원금 1,569백만 원 18.0% 공공시설 사업비 지원

코워킹커뮤니티자금 1,156백만 원 13.2% 15년 원리금분할상환

보증금 672백만 원 7.7% 운영기간 말 원금 상환

타 차입금 5,366백만 원 61.1% 최단기 상환 가정

합계 8,734백만 원 100.0% -

[표 5-7]� ‘종로 우체국 및 파출소’�일대 개발 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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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로구 재활용센터’�일대 부지 활용방안 모색

낙원동 213-7�외 7필지는기획재정부가소유하고있는국유지로서 현재종로구재활용센

터가입지하고있으며,�어르신이주고객층인저렴한선술집,�식당,�이용원,�무료급식소등

이주변에밀집하고있다.�남측으로사적지인탑골공원이 위치하고있으나재활용센터 일

대는 노후된 건축물이 많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인근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낙원

동 213-7�외 7필지의 용도지역 또한 일반상업지역이지만 현재 건물은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저이용되고 있다.

[그림 5-10]� ‘종로구 재활용센터’�일대 부지 현황

(1)�재활용센터 일대 부지 정비 및 신축계획을 통해 지역재생의 거점시설로 조성

현재 재활용센터와 노후화된 건물로 점유된 저이용·노후 국유지를 일반상업지역에 준하여

2층이었던기존건축물에서 5개층을추가하여공간을활용할수있도록공동재건축방식으

로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층은주변접근성을고려하여카페,�미용실,�음식점등이입지할수있는수익시설을배

치하고,�3층은정부에서사용할수있는공공시설조성을계획하였다.�4층은도시재생시설인

어르신관련심리치료등의교육지원센터와역사도심재생계획의역사인문재생융복합지원센

터로 계획하여 어르신 관련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5~7층은 코워킹스페이스로 조성하여

도시재생거점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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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개발 예시도

위치 종로구낙원동 213-2번지 외 7필지

▼

대지면적 786㎡

건폐율/용적률 60%�/�600%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건축면적 약 471.4㎡�(59.97%)

연면적 약 3,223㎡�(410.05%)

층별
이용
현황

1층 수익시설

2층 수익시설

3층 공공시설

4층
공공시설(교육지원센터,�역사인문재생
융복합 지원센터)

5층 코워킹 지원센터

6~7층 코워킹스페이스

[표 5-8]� ‘종로구 재활용센터’�일대 개발 건축개요(안)

[그림 5-11]� ‘종로구 재활용센터’�일대 개발 조감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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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2~7층 평면도

[그림 5-12]� ‘종로구 재활용센터’�일대 개발 평면도(안)

(2)�사업성 검토

국가의 공공시설은 공공재정지원금(국고보조금)�지원을 활용하고,�코워킹커뮤니티시설은

도시재생기금중코워킹커뮤니티시설조성자금활용을통해재원을조달하는것으로가정

하여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였다.�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이자율은 1.5%로 상환기

간은 15년(2회 연장,�최장 15년)으로 최장기간 상환을 적용하였다.�운영 개시 후 29년

차에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 회수가 가능하며,�타 차입금은 최단기 상환을 가정할 때

운영개시 후 25년 차에 상환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13]� ‘종로구 재활용센터’�일대 개발 개념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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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업성 검토는계획안확정 이전 분석 기준과개략적 사항을가정한 결과로사업계획 수립에따라변동가능함

[그림 5-14]� ‘종로구 재활용센터’�일대 개발 사업성 검토(안)

구분 사업비 분담액 비율 비고

공공재정보조금 2,114백만 원 22.1% 무상지원

코워킹커뮤니티 2,219백만 원 23.2% 15년 원리금 분할상환

보증금 432백만 원 4.4% 운영기간 말 원금 상환

타 차입금 4,813백만 원 50.3% 최단기 상환 가정

합계 9,578백만 원 100.0% -

[표 5-9]� ‘종로구 재활용센터’�일대 개발 재원조달방안

3_서대문구 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

1)�서대문구 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국유지 현황

서대문구홍은동 8번지 일대는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해제지역으로 2014년 4월에주거환

경관리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2015년 12월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이다.�2017년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를완료하여 2018년 상반기에는

정비기반시설 설계및공사를진행할예정이다.�총면적은 24,000㎡로 92개동,�30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이다.�이 지역의 국유지는 3,803㎡,�30필지로 좁은 도로,�노후된

민간점유 건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주거환경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 조성이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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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국·공유지 분포 현황

[그림 5-16]�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 내 국유지 활용 현황

2)�2030�서울플랜,�홍제 지역생활권계획

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30�서울플랜에서 서북권에 해당하며 ‘창조문화산업 특화

및 양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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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 지역생활권계획에는 노후주거지 관리대책 마련 필요 등의 지역이슈가 있

다.�‘역세권이발달하고주거와상권이 어우러진홍제생활권’을 지역의미래상으로설정하

고이에따른 5개목표,�10개 전략을마련해상권활성화및구릉지등지역여건을고려한

주거환경 개선 등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3)�국유지 활용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황 분석

(1)�대상지 선정

홍은동 은마루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은 경사지역에 좁은 골목길과 단독주택,�다세대·다

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소규모의 노후건축물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이 중 국유지

정비가 필요한 노후건축물 2개동이 위치하고 있는 홍은동 9-441번지(대지면적 151㎡),�

9-878번지(231㎡)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2개의 필지를 합필하여 개발을 진행할 수 있

는부지로면적이주변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커서활용성이 있다고판단하였다.�대상지

주변으로는북한산,�백련산,�인왕산이둘러싸여자연환경이 뛰어나며구릉지형을고려한

저층주거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림 5-17]� ‘홍은동 9-441번지’�일대 현황

(2)�홍은동 9-441번지 및 9-878번지 입지현황

선정된 국유지 활용대상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하여 용적률

150%의 개발규모의한계를가지고 있으며,�버스정류장및 지하철모두도보 30분 거리

에입지하여대중교통접근성의개선이 필요하다.�대상지 기준반경 1㎞�이내의 생활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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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설중구청,�체육시설 및보건소가상대적으로부족하고홍제지역권은서울시대비

주차장,�노인여가·청소년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하다.

[그림 5-18]� ‘홍은동 9-441번지’�일대 입지현황

구분
버스 대상지

버스 보행시간 거리 보행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222m 3분 2.1㎞ 32분

※�보행시간은 성인 평균 보행속도(80m/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표 5-10]� ‘홍은동 9-441번지’�일대 대중교통 접근성

시설
구분

주민
센터

공립
도서관

치안
센터

학교
공영
주차장

공원 구청
체육
시설

보건소
어린
이집

500m 1 1 - 1 2 1 - - - -

1㎞ - - 1 3 1 4 - - - 4

합계 1 1 1 4 3 5 0 0 0 4

[표 5-11]� ‘홍은동 9-441번지’�반경 1㎞�이내 생활서비스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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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은동 9-441번지’�일대 활용방안 모색

(1)�노후건축물을 신축하여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조성

대상지 일대는 정비가 필요한노후건축물이 다수를차지하고 있어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시설 정비를통해쾌적하고안전한주거지조성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공공시설 및순환

형 임대주택으로조성하는 것을제시하고자한다.�1층은 주민들이모여서 함께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커뮤니티시설로 계획하였다.�

2~4층은주거지 및도시계획시설등을정비하는기간동안주민들이임시로머물수있는

주거공간인 순환형 임대주택으로계획하였다.�또한 이 지역의 부족한생활기반시설인 체

육시설을 지하1층에 계획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층별 이용 현황 예시

위치 서대문구홍은동 9-441,�9-878

대지면적 382㎡

건폐율/용적률 60%�/�150%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약 173.84㎡�(45.51%)

연면적 약 569.97㎡�(149.21%)

층별
이용
현황

지하1층 체육시설

1층 공공시설(커뮤니티시설)

2층 임대주택

3층 임대주택

4층 임대주택

[표 5-12]� ‘홍은동 9-441번지’�일대 개발 건축개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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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홍은동 9-441번지’�일대 개발 조감도(안)

1층 평면도 2~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그림 5-20]� ‘홍은동 9-441번지’�일대 개발 평면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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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성 검토

행복주택은전용면적약 32㎡(전용면적 45㎡�이하)로 계획하여행복주택자금융자조건

을충족시키는것을전제로검토를진행하였다.�공공시설 및체육시설의무상임대에도불

구하고,�행복주택임대수입을활용하여타차입금은운영개시후 16년 차에상환이가능

하며,�행복주택 자금 또한 45년(30년 거치 15년 상환)�동안의 임대수입을 통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21]� ‘홍은동 9-441번지’�일대 개발 개념도(안)

※�상기 사업성 검토는 계획안 확정 이전 분석 기준과 개략적 사항을 가정한 결과로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 가능함

[그림 5-22]� ‘홍은동 9-441번지’�일대 개발 사업성 검토(안)�

구분 사업비 분담액 비율 비고

재정보조금 230백만 원 18.8% 무상지원

행복주택자금 308백만 원 25.0% 3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보증금 230백만 원 18.8% 운영기간 말 원금 상환

타 차입금 459백만 원 37.4% 최단기 상환 가정

합계 1,227백만 원 100.0% -

[표 5-13]� ‘홍은동 9-441번지’�일대 개발 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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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영등포 경인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영등포 경인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국유지 현황

영등포 경인로지역은 2017년 2월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2단계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

형)으로 선정되었다.�영등포도시재생활성화계획구상안과관련하여주민 및 기업대상설

명회등을통해공론화과정을거치고 2018년 상반기에도시재생지원센터를설립하여 지

역주민과 민간부문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영등포경인로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국유지 현황은 12,020㎡,�103필지로 서울남부지방

법원 등기국,�우체국과 같은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다.�시유지(23,670㎡,�70필지)와 구

유지(20,685㎡,�19필지)는 초등학교,�세무서,�주민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5-23]�영등포 경인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공유지 분포 현황

[그림 5-24]�영등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구유지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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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서울플랜,�영등포 지역생활권계획

영등포 경인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30�서울플랜에서 서남권에 해당한다.�서남권이

서울의 신성장 산업을 선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미래 서울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동시에쾌적한생활환경을갖춘지역으로발전하기 위해 ‘준공업지역혁신을통

한 신성장 산업거점 육성 및 주민 생활기반강화’를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또한,�

서남권에서 영등포일대는준공업지역 정비를통한첨단산업,�상업·업무기능강화와준공

업지역 내 주거 및 공업혼재지역의 주거환경정비가 과제로 선정되었다.�

영등포구영등포지역생활권에서는노후준공업지역재생방안및신성장동력육성등의지

역이슈를고려하여 “전통과현대가어우러지는영등포지역생활권”을지역의미래상으로설

정하였다.�5개 목표,�12개 세부전략을세워다양한공간관리및계획을지속적으로진행

하고 있다.

3)�국유지 활용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황 분석

(1)�대상지 선정

문래동3가�54-2번지 필지는 대지면적이 446.3㎡로 경찰청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은 경

찰청과 영등포구청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로 현재 문래지구대와 사단법인 영등포

구 소기업 소상공인회가 입지하고 있다.�대상지는 약 40년이 지난 저이용 건축물로 정비

가�필요한 건물이다.�또한,�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지만 현재 건물은 법적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국유지 활용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5-25]� ‘문래동3가�54-2번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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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래동3가�54-2번지 입지현황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입지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대

상지는버스정류장및 지하철 1,�2호선 모두도보 10분 거리이내에입지하여대중교통의

접근성이양호하다.�대상지를중심으로북측으로는문래역과문래창작촌이위치하여과거

철강산업중심지였던지역이임대료가저렴한작업공간을찾아모여드는예술가들로인해

현재의 예술단지로 형성되었다.� �

대상지 기준으로반경 1㎞�이내의 생활서비스 시설 중 보건소 및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영등포지역생활권에포함된대상지는서울시대비보육시설,�공원 및공공체육

시설이 부족하다.

구분
버스 대상지

버스 보행시간 거리 보행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207m 3분 736m 11분

※�보행시간은 성인 평균 보행속도(80m/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표 5-14]� ‘문래동3가�54-2번지’�일대 대중교통 접근성

시설
구분

주민
센터

공립
도서관

치안
센터

학교
공영
주차장

공원 구청
체육
시설

보건소
어린
이집

500m 1 - 1 3 2 1 - - - -

1㎞ 1 1 1 3 3 4 - 1 - -

합계 2 1 2 6 5 5 0 1 0 0

[표 5-15]� ‘문래동3가�54-2번지’�일대 반경 1㎞�이내 생활서비스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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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문래동3가�54-2번지’�일대 입지현황

4)� ‘문래동3가�54-2번지’�활용방안 모색

(1)�노후된 문래지구대 부지를 문래창작지원센터,�교육,�세미나실 등의 공간으로 조성

현재문래지구대부지는 저이용 국유지로서 일반상업지역에준하여 4층이었던 기존 건축

물에서 11개 층의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저층부에는기존공공시설인 문래지구대를배치하고,�5~7층은문래예술창작촌의활성화

를 위하여 문래창작지원센터와 교육 및 세미나실 등의 공간을 계획하였다.�8~15층은 임

대 오피스를 조성하여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

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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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개발 예시도

위치 영등포구문래동3가�54-2번지

▼

대지면적 446.3㎡

건폐율/용적률 60%�/�800%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건축면적 약 240.33㎡�(53.85%)

연면적 약 3,482.05㎡�(780.20%)

층별
이용
현황

1~4층
기존시설 +�체육시설
파출소(문래지구대)/영등포구
소상공인회

5~7층 문래창작지원센터

8~15층 임대오피스

[표 5-16]� ‘문래동3가�54-2번지’�일대 개발 건축개요(안)

[그림 5-27]� ‘문래동3가�54-2번지’�일대 개발 조감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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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2~15층 평면도

[그림 5-28]� ‘문래동3가�54-2번지’�일대 개발 평면도(안)

(2)�사업성 검토

파출소는공공시설로서무상임대를가정하였으며,�코워킹커뮤니티시설(문래창작지원센터)

의 월임대료는업무시설(오피스)�임대료의 60%�수준으로가정하여사업성검토를진행하

였다.�사업비는토지비를제외하고약 64억 원이 예상되며,�운영 개시후 21년 차에사업

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타 차입금은 최단기 상환을 가정할 때 운영개시

후 18년 차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29]� ‘문래동3가�54-2번지’�일대 개발 개념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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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업성 검토는 계획안 확정 이전 분석기준과 개략적 사항을 가정한 결과로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 가능함

[그림 5-30]� ‘문래동3가�54-2번지’�일대 개발 사업성 검토(안)

구분 사업비 분담액 비율 비고

공공재정지원금 1,257백만 원 19.5% 파출소 건축공사비 지원

코워킹커뮤니티자금 844백만 원 13.1% 15년 원리금 분할상환

타 차입금 4,346백만 원 67.4% 최단기 상환 가정

합계 6,447백만 원 100.0% -

[표 5-17]� ‘문래동3가�54-2번지’�일대 개발 재원조달방안

5_마장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마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국유지 현황

묵2동은 2017년 2월에도시재생활성화지역(2단계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으로 선정되었다.�전략적단계별도시재생사업의추진을위해주민협의체구성등을진행

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이 외에도 마장동 한전 물류센터 이전 등 지

역공간구조재편에대비하여마장도시재생과연계및개발을위한마장역세권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추진하고 있다.

마장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국유지현황은 7,090㎡,�61필지로국유지의약 57%가�민

간소유건물로 점유하고 있다.�시유지(24,850㎡,� 10필지)와 구유지(4,813㎡,� 16필지)는

초·중학교,�복지관 도시관리공단이 위치하고 있다.�법인소유 토지는 61,027㎡,�5필지로

한전 변전소 및 물류기지,�대한적십자사,�서울시설공단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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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마장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공유지 분포 현황

[그림 5-32]�마장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공유지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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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서울플랜,�마장·용답 지역생활권계획

마장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30�서울플랜에서동북권역에해당한다.�동북권의 취약한

중심기능과고용기반을강화하고서울의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 ‘자족기능강

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마장·용답 지역생활권에서는 마장축산물시장,�장안평 자동차시장 활성화등의 지역이슈를

고려한 ‘꿈,�맛이있는사통팔달마장·용답’�지역의미래상을설정하였다.�3개목표,�4개세

부전략을세워지역중심지육성,�특화자원및개발가용지정비등의계획을진행하고있다.

3)�국유지 활용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황 분석

(1)�대상지 선정

마장동 523-3번지는대지면적이 667.8㎡로토지와건물이모두국가소유인국유지로현

재마장동우체국이 입지하고 있다.�대상지는약 27년이 지난 저이용 건축물로 정비가 필

요한건물이다.�용도지역은제3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현재건물은법적용적률을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국유지 활용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5-33]� ‘마장동 523-3번지’�현황

(2)�입지현황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였으며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5호선,�분당선,�

경의중앙선모두도보 15분 거리 이내에입지하여대중교통의 접근성이양호하다.�북측으

로는청계천,�정릉천이인접해있으며이를중심으로공원시설이다수분포하고있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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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동측으로는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마장동축산물시장이 입지하여 이에 따

른 공영주차장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그러나 축산물시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고기를 싣

고 이동하는 오토바이,�수레,�트럭 등이 몰려들면서 보행 안전이 취약하다.�

대상지기준으로반경 1㎞�이내의 생활서비스시설중공립도서관과어린이집이상대적으

로부족하며,�마장·용답 지역생활권에포함된대상지는서울시대비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구분
버스 대상지

버스 보행시간 거리 보행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91m 2분 467m 7분

※�보행시간은 성인 평균 보행속도(80m/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표 5-18]� ‘마장동 523-3번지’�일대 대중교통 접근성

시설
구분

주민
센터

공립
도서관

치안
센터

학교
공영
주차장

공원 구청
체육
시설

보건소
어린
이집

500m - - 3 2 5 5 - - 1 -
1㎞ 2 - 2 2 2 5 2 2 1 -
합계 2 0 3 4 7 10 2 2 2 -

[표 5-19]� ‘마장동 523-3번지’�반경 1㎞�이내 생활서비스시설 현황

[그림 5-34]� ‘마장동 523-3번지’�일대 입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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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장동 523-3번지’�활용방안 모색

(1)�마장동우체국 부지 정비 및 개발계획을 통해 지역재생의 앵커시설로 조성

현재 노후화된 건물로 저이용·노후 국유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여 2층이었던

기존 건축물에서 5개 층을 추가하여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2층

에는 기존 공공시설인 우체국을 배치하였다.�3~4층은 도시재생시설인 도시재생지원센

터와 대상지와 인접한 마장동 축산시장자원 및 상인과 연계하여 키친공방,�세미나실 등

의 앵커시설로 계획하여 활용할수 있도록했다.�5~7층은 임대 오피스를 조성하여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계획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개발 예시도

위치 성동구마장동 523-3번지

▼

대지면적 667.8㎡

건폐율/용적률 54%�/�315%� (가중평균)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약 298.90㎡�(44.76%)

연면적 약 2,092.3㎡�(313.31%)

층별
이용
현황

1~2층 우체국

3~4층 앵커시설 (도시재생지원센터,�키친공방)

5~7층 임대오피스 (사무실 등)

[표 5-20]� ‘마장동 523-3번지’�일대 개발 건축개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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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마장동 523-3번지’�일대 개발 조감도(안)

1~2층 평면도 3~7층 평면도

[그림 5-36]� ‘마장동 523-3번지’�일대 개발 평면도(안)

(2)�사업성 검토

도시재생지원센터는도시재생사업의핵심공공시설로서무상임대를가정하였으며,�코워킹

커뮤니티시설의 월임대료는 업무시설(오피스)�임대료의 60%�수준으로 가정하여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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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사업비는토지비를제외하고약 43억 원이 예상되며운영개시후 21년 차에

사업비 회수가가능한 것으로분석되었다.�타 차입금은 최단기상환을가정할때운영개

시 후 20년 차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37]� ‘마장동 523-3번지’�일대 개발 개념도(안)

※�상기 사업성 검토는계획안확정 이전 분석 기준과개략적 사항을가정한 결과로사업계획 수립에따라변동가능함

[그림 5-38]� ‘마장동 523-3번지’�일대 개발 사업성 검토(안)

구분 사업비 분담액 비율 비고

공공재정지원금 572백만 원 13.2%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코워킹커뮤니티 400백만 원 9.2% 15년 원리금분할상환

타 차입금 3,362백만 원 37.4% 최단기 상환 가정

합계 4,453백만 원 100.0% -

[표 5-21]� ‘마장동 523-3번지’�일대 개발 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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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신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신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국유지 현황

신촌은 2014년 12월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1단계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 일반형)으로

선정되어 ‘젊음과 활력이 살아있는 Culture-Valley,�신촌’이라는 비전으로 문화,�주거재

생,�경제,�공동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유지 현황은 11,139㎡,�79필지로 국유지의 약 65%가�민

간소유건물로 점유되어 있다.�시유지(23,521㎡,�31필지)와 구유지(6,585㎡,�11필지)에는

초등학교,�노인복지센터,�자치회관,�문화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5-39]�신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공유지 분포 현황

[그림 5-40]�신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지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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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서울플랜,�신촌 지역생활권계획

신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30�서울플랜에서 서북권역에 해당한다.�신촌·홍대앞을 중

심으로창조문화산업특화를도모하고,�양호한자연환경과지역 커뮤니티의체계적관리

를위해 ‘창조문화산업특화및양호한지역공동체활성화’의 발전방향으로설정하고 5개

분야별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서대문구신촌지역생활권계획에서는신촌·이대역 일대대학교와연계한지역축제활성화

등의 지역이슈를고려하여 ‘모든 세대가소통하고생동감있는신촌생활권’�지역의 미래상

을설정하였다.�4개 목표,�8개 세부전략을세워대학과함께하는신촌활성화및지역자

원을 활용한 주민여가 기회확대 등의 다양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3)�국유지 활용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황분석

(1)�대상지 선정

대현동 90-101�필지는대지면적이 247.6㎡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유인국유지로 현재

신촌우체국이 입지하고있다.�이 필지에는사용승인일로부터약 36년이 지난저이용노후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지만 현재 건물은

법적용적률을제대로활용하고있지못한상태이므로국유지활용대상지로선정하였다.�

[그림 5-41]� ‘대현동 90-101번지’�현황

(2)�입지현황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입지하였으며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경의선 모두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하다.�인근지역에 대학교가 밀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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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지역 특성상 대학교의 공간과 연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대상지 기준으로반경 1㎞�이내의생활서비스시설중보건소및체육시설이상대

적으로 부족하다.�또한 신촌 지역생활권에 포함된 대상지는 서울시 대비 도서관,�청소년

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다.

구분
버스 대상지

버스 보행시간 거리 보행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222m 3분 2.1㎞ 32분

※�보행시간은 성인 평균 보행속도(80m/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표 5-22]� ‘대현동 90-101번지’�일대 대중교통 접근성

시설
구분

주민
센터

공립
도서관

치안
센터

학교
공영
주차장

공원 구청
체육
시설

보건소
어린
이집

500m 2 - 2 4 - 1 - - - 2

1㎞ - - - 11 1 - - - - 1

합계 2 0 2 15 1 1 0 0 0 3

[표 5-23]� ‘대현동 90-101번지’�일대 반경 1㎞�이내 생활서비스시설 현황

[그림 5-42]� ‘대현동 90-101번지’�일대 입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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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현동 90-101번지’�활용방안 모색

(1)�노후된 신촌우체국을 신축계획을 통해 우체국,�교육 등의 공간으로 조성

현재노후화된건물로저이용·노후국유지를일반상업지역에준하여 3층이었던 기존건축

물에서 12개층을추가하여공간활용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1층은계단,�홀,�엘리베이

터실로계획하였고,�2~5층에는기존공공시설인우체국시설을배치하였다.�청년공동체활

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6~7층에는 청년공동체 활동을 진

행할수 있는교육공간등으로계획하였다.�8~15층은 임대 오피스를조성하여 임대수익

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하고,�부족한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해기계식주차장도계획

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개발 예시도

위치 서대문구대현동 90-101번지

▼

대지면적 247.6㎡

건폐율/용적률 60%�/�800%�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건축면적 136.55㎡�(55.15%)

연면적 1,945.49㎡�(785.74%)

층별
이용
현황

1층 계단,�홀 및 엘리베이터실

2~5층 우체국

6~7층 교육공간(청년공동체)

8~15층 임대오피스(수익시설)

[표 5-24]� ‘대현동 90-101번지’�일대 개발 건축개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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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대현동 90-101번지’�일대 개발 조감도(안)

1층 평면도 2~15층 평면도

[그림 5-44]� ‘대현동 90-101번지’�일대 개발 평면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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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성 검토

도입기능특성상코워킹커뮤니티시설조성자금이외의공공재정 지원은없는것으로가정

하였고,�코워킹커뮤니티시설의 월임대료는 업무시설(오피스)�임대료의 60%�수준으로 가

정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사업비는토지비를제외하고약 39억 원이 예상되며,�운영 개

시 후 20년 차에 사업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타 차입금은 최단기 상환을

가정할 때 운영개시 후 20년 차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45]� ‘대현동 90-101번지’�일대 개발 개념도(안)

※�상기 사업성 검토는계획안확정 이전 분석 기준과개략적 사항을가정한 결과로사업계획 수립에따라변동가능함

[그림 5-46]� ‘대현동 90-101번지’�일대 개발 사업성 검토(안)

구분 사업비 분담액 비율 비고

코워킹커뮤니티 351백만 원 9.0% 15년 원리금분할상환

타 차입금 3,551백만 원 91.0% 최단기 상환 가정

합계 3,902백만 원 100.0% -

[표 5-25]� ‘대현동 90-101번지’�일대 개발 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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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_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묵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국유지 현황

묵2동은 2017년 2월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2단계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 일반형)으로

선정되어주민모임과함께 서울장미축제가열리는 ‘특화 거리와장미마을’로 계획할예정

이다.�2017년 11월에도시재생지원센터를개소하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진행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및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유지 현황은 5,503㎡,�3필지로 지능범죄수사대,�우체국,�

경찰서교통안전센터와같은공공시설로사용되고있다.�시유지(23,225㎡,�4필지)와구유

지(3,162㎡,�8필지)에는초등학교,�주민센터,�공원이 위치하고있어시유지·구유지를활용

하여 지역 거점시설 등에마중물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한계가 있어 이를수용할수 있

는 가용부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5-47]�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지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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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8]�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지 활용 현황

2)�2030�서울플랜,�중화·묵동 지역생활권계획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30�서울플랜에서 동북권역에 해당하며,�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발전방향과 5개 분야별 주요계획과제를 제시하였다.�

중화·묵동 지역생활권에서는 다수의 저층노후주거지에 대한관리방안 마련 등의 지역이

슈를 고려한 ‘봉화산공원과문화,�복지가 잘되어 있어 살기 좋고 행복한중화·묵동’�지역

의 미래상을 설정하였다.�3개 목표,�6개 세부 전략을 세워 다양한 공간 관리 및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3)�국유지 활용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황분석

(1)�대상지 선정

묵2동 250-4번지는대지면적이 342.8㎡로,�토지는경찰청이소유하고건물은중화파출소

와서울특별시가함께사용하고있는국유지로현재중화파출소,�중랑경찰서교통안전센

터가입지하고있다.�이들 건물은사용승인일로부터약 36년이 지난저이용건축물로,�정

비가 필요하다.�용도지역은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현재건물은법적용적률을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국유지 활용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5-49]� ‘묵2동 250-4번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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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지현황

선정된 국유지 활용대상지는중랑구묵2동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하였으며,�버스정

류장및지하철모두도보 10분 거리 이내에입지하여대중교통접근성이양호하다.�대상

지 주변에는 좁은골목길과노후된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동측에는 왕복

6차선의 도로가 접해 있다.�대상지 서측에는 중랑천이 위치하고 있으며,�중랑구청에서는

2015년부터매년 5월,�주민들이직접가꾸어조성한 5.15㎞의장미터널에서서울장미축제

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이 찾는 지역이다.�

대상지 기준반경 1㎞�이내의 생활서비스시설중보건소및어린이집이상대적으로부족

하고,�중화·묵동 지역생활권은 공원,�주차장,�도서관,�청소년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공

공체육시설이 서울시 전체대비부족하여 전반적으로생활서비스시설의공급이 적은지역

이다.

구분
버스 대상지

버스 보행시간 거리 보행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97m 2분 441m 7분

※�보행시간은 성인 평균 보행속도(80m/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표 5-26]� ‘묵2동 250-4번지’�일대 대중교통 접근성

시설
구분

주민
센터

공립
도서관

치안
센터

학교
공영
주차장

공원 구청
체육
시설

보건소
어린
이집

500m 2 2 - 4 3 - - - - -

1㎞ 2 - 1 5 2 3 - 3 - -

합계 4 2 1 9 5 3 0 3 0 0

[표 5-27]� ‘묵2동 250-4번지’�일대 반경 1㎞�이내 생활서비스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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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0]� ‘묵2동 250-4번지’�일대 입지현황

4)� ‘묵2동 250-4번지’�활용방안 모색

(1)�노후된 파출소 부지를 지역공동체의 앵커시설로 조성

현재노후화된건물로저이용·노후국유지를일반상업지역에준하여 2층이었던 기존건축

물에서 4개층을추가하여공간을활용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1~2층은기존공공

시설인파출소및교통안전센터를배치하였다.�3층은주민공동체활동을활발하게진행할

수있는공간을앵커시설로계획하여활용할수있도록한다.�4~6층은 임대오피스를조

성하여임대수익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하고,�부족한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해지하주

차장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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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개발 예시도

위치 중랑구묵2동 250-4번지

▼

대지면적 342.8㎡

건폐율/용적률 50%�/�250%�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170.45㎡�(49.72%)

연면적 853.49㎡�(248.98%)

층별
이용
현황

1~2층 파출소

3층 코워킹스페이스(공동체)

4~6층 임대 오피스(수익시설)

[표 5-28]� ‘묵2동 250-4번지’�일대 개발 건축개요(안)

[그림 5-51]� ‘묵2동 250-4번지’�일대 개발 조감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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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2~3층 평면도

4~6층 평면도

[그림 5-52]� ‘묵2동 250-4번지’�일대 개발 평면도(안)

(2)�사업성 검토

파출소는공공시설로서무상임대를가정하였고,�코워킹커뮤니티시설의 월임대료는업무시

설(오피스)�임대료의 60%�수준으로 가정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사업비는 토지비를 제

외하고 약 15억 원으로 예상되며 임대수익시설 규모의 한계로 운영 개시 후 36년 차에

사업비 회수가가능한 것으로분석되었다.�타 차입금은 최단기상환을가정할때운영개

시 후 30년 차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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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3]� ‘묵2동 250-4번지’�일대 개발 개념도(안)

※�상기 사업성 검토는계획안확정 이전 분석 기준과개략적 사항을가정한 결과로사업계획 수립에따라변동가능함

[그림 5-54]� ‘묵2동 250-4번지’�일대 개발 사업성 검토(안)

구분 사업비 분담액 비율 비고

공공재정지원금 459백만 원 29.6% 파출소 건축공사비 지원

코워킹커뮤니티 189백만 원 12.2% 15년 원리금분할상환

타 차입금 900백만 원 58.2% 최단기 상환 가정

합계 1,550백만 원 100.0% -

[표 5-29]� ‘묵2동 250-4번지’�일대 개발 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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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소결

1)�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내 공유재산 활용현황 및 한계

활용대상지로선정된지역의국·공유지활용현황을살펴본결과,�대부분공유재산(시유지·

구유지)은학교,�우체국,�세무서등의공공시설로사용되고있었다.�그런데국유지는도로

또는 민간 점유건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지역의 마중물사업이

라고 할 수 있는 앵커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시유지·구유지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도

시재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이러한 유휴·저이용 국유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공

공시설과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2)�도시재생 목적에 부합한 공공시설 설치와 함께 사업비 및 추후 운영관리를

위한 수익시설 조성 필요

유휴·저이용 국유지를 재건축 및 개발 등을 통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주민센터,�

파출소와같은 기존공공시설과주민공동체모임,�마을박물관,�순환형 임대주택등 지역

에필요한시설 및프로그램을함께만들어야한다.�또한유휴·저이용국유지를개발하기

위한사업비와추후운영관리비확보를위해도시재생목적에부합한시설과함께수익시

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55]�국유지 활용의 필요성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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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ㅣ�결론및정책제언

1_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 「국유재산법」�및 「도시재생특별법」�개정을 통한 국유지 활용 활성화

국유지의활용도를높이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및 「도시재생특별법」�등 관련법의개정

이 필요하다.�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첫째,�행정재산활용에대해서는 「국유재산법」�개정20)이불가피하다고판단,�도시재생활

성화지역내행정재산활용을상정한경우에한하여교환·양여가가능하도록현행법개정

(안)을 제시하였다.� �

둘째,�현행 「도시재생특별법」에는 국유지 처분 신청에 대한 주무부서의 응답기한이 이미

명시되어 있다.�그런데 이를 처분뿐만 아니라 활용 부분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상 ‘처분’에서 ‘활용’으로 개정하고,�이러한 활용 신청에 대해 응답기한을

설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셋째,�「도시재생특별법」�내 신규법조항을추가하여도시재생목적의국유지임대시임대

료와임대기간을유연하게적용할수있도록제시하였다.�또한해당사항에대하여 「국유

재산특례제한법」�적용심사 신청 및 특례 적용을 제시하였다.�

2)�제도 마련을 통한 국유지 활용 활성화

도시재생및주거환경관리사업의목적으로사업지역내국유지를활용하는경우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은 법 개정으로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제

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시하였다.� �

20)�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모든 국유지가 아닌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국유지만으로 한정되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국유재산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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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고제’�도입을제시하였다.�현재 기재부에서 전국의유

휴 행정재산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하였으나,�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지자체및도시재생·주거환경관리사업사업주체의 직접

신고를허용함으로써유휴행정재산현황파악에대한조사가보다원활해질것으로기대

된다.� �

둘째,�저이용 행정재산의활용도를높이기 위해직접적인 개발을할수있도록법적 근거

조항을신설하여제시하였다.�또한용도폐지의 권유및 직접활용(개발)에 대하여행정재

산관리주체와활용희망주체 간 협의가 원활하게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산활용협의

체’�운영을 제시하였다.�

셋째,�민간이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이 과반의 실행권을 보

유함으로써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총괄사업시행자(민관합동 국유지활용주체)제도’�

운영을 제시하였다.�총괄사업시행자조직 내에서 민관의 의견을상시 조율함으로써 관련

사업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3)�법 개정 및 제도 정착을 위해 중앙부서에 건의·협의해야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관련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그림 6-1]과 같이 ‘관련법 조항 개정 및 신설’과 ‘4개의 제도

및 관련 법 조항’을 제시하였다.�

서울시(도시재생본부)를 비롯한전국의도시재생관련부서에서는이 연구에서제안한법

조항 개정·신설 및 제도 마련에 대한 세부내용을 심층 검토하고,�관련 중앙부서(국토부,�

기재부)로 제안사항의 시행을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을총괄하는국토부와국유지관리를총괄하는기재부에서는도시재생측면에서

국유지 활용의 활성화를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간긴밀한협의를통해관련 내용을 지속

적으로 발굴하고,�해당 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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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법제 구상(안)의 향후 보완 및 운영계획(안)

2_효율적인 국유지 활용방안 종합

1)�저이용 국유지의 고밀 활용방안 제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및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국유지의활용현황을살펴본결과,�민간건

물이점유중인경우가많았고허용용적률이하로저이용중인부지가다수분포되어있다는

것을알수있었다.�재생유형별로선정한6개의적정지역을대상으로저이용중인국유지의

고밀활용 계획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기존국유지가행정재산인경우해당행정용도를유지하되,�고밀활용으로인해발생

한 잉여면적에 대해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공공시설과 운영비용

확보를 위한 수익시설을 배치하였다.�

둘째,�기존 국유지가 일반재산인 경우 고밀활용으로 확보한 모든 면적에 대해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의 균형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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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부지에대한입지분석,�공공시설의종류및필요도,�층별용도,�용도별사용면적,�개략

적인사업성검토등을통하여국유지활용계획이현실화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2)�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계획 수립해야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적정 국유지 활용

계획서의수립이필요하다.�이에다음과같이총 4단계를거쳐서국유지활용계획서를수

립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사전조사단계에서는도시재생및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시유지·구유지활용에

관한 현황조사와 그 활용 여부 검토를 진행한다.

둘째,�활용가능국유지모색및 선정단계에서는구역내지역 거점 및 앵커시설로서활용

가능한 유휴·저이용 국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해당 국유지에 대하여 활용계

획,�상위계획 수립 여부등 검토를 진행한다.�이후,�구역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국유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적정 부지를 최종 선정한다.

셋째,�활용 시설 및 관련 기능의 결정단계에서는 현재 국유지의 면적과 용도를 검토하고

시설및기능에대한소요조사를실시한다.�또한이에대한필요성,�기대효과등도입시설

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 및 기능을 결정한다.

넷째,�재원조달및운영관리계획단계에서는도시재생사업관련주택도시기금,�공공재정지

원금등을통한재원조달방안계획을마련하고,�향후운영관리를고려하여수익성도포함

하여 계획서를 수립한다.

이러한프로세스로계획서를수립하는데있어서국유지관리주체및관련 심의위원회(또

는 협의체)와 원활한협의를위해서재산의관리또는소유,�소요되는비용측면등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각�주체별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이를 통하여

관련 사업이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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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국유지 활용계획서 수립 프로세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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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TF�회의 결과

구분 내용

일시 2017년 9월 20일(수)�16:00~18:00

목적 국유지활용 애로사항 공유,�개선방향 구상

참석자
아주대학교 교수 000
한국자산관리공사 000

LHI�수석연구위원 000
SH공사 연구위원 000

국유지 활용 애로사항 공유

용도폐지 저항

Ÿ 중앙관서는 현재 사용·보유 중인 행정재산을 중앙관서 자체 소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Ÿ 유휴상태라 할지라도 최대한 행정재산을 많이 보유하려 함

관계자 비협조에 따른 국유지 활용 지연

Ÿ 국유지는소재지역도전국에이르고개수도많아주무부서관계자들이관리·활용에적극적이지않은경향

Ÿ 기재부와중앙관서간에도서로의재산을양보하지않아국유지사용요청시 지자체의입장을고려해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예상

현행법상 국유지 활용근거는 있으나 실효성이 낮음

Ÿ 현 특례조항의 경우 ‘할 수 있다’의 형태로서 결정권자의 주관에 영향을 크게 받음

국유지 활용체계 개선방향 구상

국유지활용 참여주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동기 우선 마련 필요

Ÿ 국유지 활용 시 성과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

현 법조항의 수정·보완으로 도시재생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국유지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

도시재생 문제에 한해 기재부,�행안부,�국토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부록 표 1]�1차 TF�회의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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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일시 2017년 10월 11일(수)�16:00~18:00

목적 국유지 현행법·제도 분석,�효과적 국유지 활용방안 구체화

참석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000
아주대학교 교수 000

한국자산관리공사 000
SH공사 연구위원 000

국유지 활용 현행법·제도 분석

일반재산 활용 한계로 행정재산 활용에 집중할 필요

Ÿ 일반재산은 전체 국유지 중 약 4%에 불과

Ÿ 또한,�면적이나 모양 등에 있어 개별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하지만 행정재산은 현행법상 활용이 크게 제한

Ÿ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개발 등’�다양한 방식으로활용가능하나,�행정재산은 ‘사용허가,�
양여,�교환’으로만 활용이 제한되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활용체계 마련 필요

국유지 활용체계 개선방안 구체화

행정재산 직접개발방식 도입

Ÿ 현 ‘용도폐지 후 활용방식’은 중앙관서의 저항이 큼

Ÿ 중앙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없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 마련 필요

행정재산 개발 시 고려사항

Ÿ 행정재산은 행정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

:�행정재산을 고밀 재개발하는 경우,�증가하는 면적에 대해서도 행정재산 사용용도에 입각한
재개발 명분 마련 필요

Ÿ 행정재산은 민간과 구분소유(지분공유)�불가능

관련법 부분 개정

Ÿ 도시재생 목적의 국유지 활용건의에 대한 담당자의 성실한 검토 및 응답 내용을 명문화

Ÿ 세부절차별 응답기한 설정

행정재산 활용방안 확대

Ÿ 행정재산용도폐지가힘든경우,�도시재생관계자등이행정재산관리자와직접활용논의를할수있도록
소통창구(가칭,� ‘행정재산 활용협의체’)�마련

용도폐지 신고제 제안

[부록 표 2]�2차 TF�회의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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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일시 2017년 11월 8일(수)�16:00~18:00

목적 ‘법 개정(안)’�및 ‘제도 및 절차(안)’�구체화,�추가 논의사항 발굴

참석자
한국자산관리공사 000
LHI�수석연구위원 000

SH공사 연구위원 000

법 개정(안)�보완

「도시재생특별법」�개정에 집중

Ÿ 본 과업은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한하여 국유지활용을 논의하므로,� 「도시재생특별법」에 개정
희망내용을 적용하고,�도시재생 목적의 국유지 활용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임을 명시

Ÿ 현재 법 개정에대한국회 내분위기가우호적이지 않아 「도시재생특별법」의 개정 또한쉽지는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사항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적절할 것

「국유재산법」의 최소 개정

Ÿ 「국유재산법」�제27조 및 제30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교환,�양여만 가능한데,�여기에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협의체 협의를 거친 행정재산에 한하여 개발,�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Ÿ 만약이 개정이 어려우면 사실상행정재산을활용하는데있어 상당한제한이 되는요소를남겨두게
되어,�아무리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도 실질적으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가 힘들 것으로 예상

제도 및 절차(안)�보완

행정재산 활용협의체 구성원 보완

Ÿ 기존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경우사업주체가배제된채전개된협상은결국사업 시행시기에접어들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Ÿ 따라서 이해당사자와 해당 사업부지의 사업시행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의체 구성 필요

행정재산 직접활용방식 및 행정재산 활용협의체 운영체계 보완

Ÿ 중앙관서에서 유휴·저이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꺼리는 이유는 일반재산 전환 후 해당 국유지
관리권이 총괄청으로 이전되기 때문

Ÿ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이 전환 이후에도 관리와 처분에 계속 관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총괄사업시행자 도입

Ÿ 민·관협력으로진행되는도시재생사업에서 사업성을확보함과동시에공공성 또한보장할수있도록
관이 과반의 지분을 갖는 민·관합동주체(가칭,� ‘총괄사업시행자’)�구성

Ÿ 민간기업 특혜 시비 및 민간기업에 의한 시장과열 사전 방지

[부록 표 3]�3차 TF�회의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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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국유재산법」�주요 용어 정리

국유재산 국가소유로된재산을말하며국유재산은그용도에따라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

행정재산

공용
재산

국가가직접 사무용·사업용또는공무원의주거용(직무수행을위하여 필요
한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로한정한다)으로사용하거나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청사,�관사,�박물관,�학교,�도서관,�공무원아파트 등

공공용
재산

국가가직접 공공용으로사용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까지 사용하
기로 결정한 재산

(예)�도로,�하천,�제방,�항만,�주차장,�공원,�지하도,�광장,�공항,�구거 등

기업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또는그기업에종사하는직원의주거용(직
무수행을위하여 필요한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로한정한다)
으로 사용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한까지 사용하기로결정한재산

(예)�병원,�상하수도,�도시철도 등

보존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예)�문화재,�사적지,�명승지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처분 매각,�교환,�양여 등의 방법으로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외의 자에게이전되는것

매각 일반재산을국가이외의자에게양도하고그반대급부로서대금을수납하게하는행위

교환 당사자쌍방이 서로 ‘금전 이외의재산권’을 이전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

양여

1.�국가가대가를받지 아니하고일반재산의 소유권을국가이외의 자에게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

2.�행정재산의 용도를폐지한경우에는그용도에사용될 대체시설을제공한자또는
그 상속인,�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때도 있음

사용허가 행정재산을국가외의자가일정기간유상이나무상으로사용·수익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

대부 일반재산을국가외의자가일정기간유상이나무상으로사용·수익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

총괄청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관서의 장
「헌법」�또는 「정부조직법」,�그밖의 법률에따라설치된중앙행정기관의장,�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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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국유지 관련 주요 법령

구분 내용

정의
국가가국가행정목적 수행등에 필요한재산을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국가
이외의자(지방자치단체등공공단체,�기업,�사인)의 재산과교환하는사법(私法)상의
계약

활
용
근
거

국유
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다만,�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교환할 수 있다.

-�공유(公有)�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따라교환하는재산의종류와가격 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代納)하여야 한다.

[부록 표 4]�행정재산의 활용_교환

구분 내용

정의
국가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

활
용
근
거

국유
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다만,�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양여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2.�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②�제1항에따라양여한재산이 10년 내에양여목적과달리 사용된때에는그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부록 표 5]�행정재산의 활용_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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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의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활
용
근
거

국유
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1.�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보존용 재산:�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행정재산을사용허가하려는경우에는그뜻을공고하여 일반경쟁에부쳐야한다.�
다만,�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등을고려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면 대통령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거나참가자를지명하여 경쟁에부치
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사용료)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다만,�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행정재산의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한다.�다만,�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재산에대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법」�제32조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율과다른국유
재산의 사용료,�「국유재산법」�제35조에서 정한 5년을초과하는사용허가에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

①�국유재산특례를신설하는경우에는그근거가되는법률규정의 존속기간을해당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따른존속기간은국유재산특례의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최소한
의 기간으로설정하여야하며,�그 기간은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록 표 6]�행정재산의 활용_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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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의
행정재산을행정목적으로사용할필요가없거나,�관리전환,�교환또는양여의목적으
로 용도를 폐지하는 행위

활
용
근
거

국유
재산법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총괄청은중앙관서의 장에그소관에속하는국유재산의용도를폐지하거나변경
할것을요구할수있으며 그국유재산을관리전환하게하거나총괄청에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②�총괄청은제1항의조치를하려면 미리 그내용을중앙관서의장에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총괄청은중앙관서의장이 정당한사유없이제1항에따른용도폐지등을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제40조(용도폐지)�

①�중앙관서의 장은행정재산이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행정재산으로사용하기로결정한날부터 5년이 지난날까지 행정재산으로사용되
지 아니한 경우

3.�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중앙관서의장은제1항에따라용도폐지를한때에는그재산을지체없이 총괄청
에인계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산은그러하지
아니하다.�

1.�관리전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총괄청이 그중앙관서의 장에게관리·처분하도록하거나다른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2017
국유재산
정책방향

유휴·미활용 국유재산 발굴을 위한 총조사 실시

①�(개요)�행정재산전수조사를통해공익 목적으로개발및 활용이 가능한일반재산
을 추가 확보

용도폐지 강화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①�(지침 마련)�미활용 국유재산에대한 “先�용도폐지 후 필요시 사용승인“�절차를
확립하여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지연을 방지

②�(신고제도 도입)�민간의 용도폐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부록 표 7]�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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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의
행정재산을행정목적으로사용할필요가없거나,�관리전환,�교환또는양여의목적으
로 용도를 폐지하는 행위

활
용
근
거

국유

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

①�일반재산의대부기간은다음각�호의 기간이내로한다.�다만,�제18조제1항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10년
2.�제1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5년
3.�그 밖의 재산:�1년

②�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재산에대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그대부기간을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갱신할수있다.�
다만,�수의계약의 방법으로대부할수있는경우가아니면 1회만갱신할수있다.

④�제1항에도불구하고제58조및 제59조의2에따라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법」�제47조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율과다른국유
재산의대부료,�「국유재산법」�제46조에서 정한 5년을초과하는대부에해당하는것을
뜻한다.

도시재생
특별법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④�도시재생사업의시행자가폐도(廢道)나그밖에이와유사한국유재산또는공유재
산을부득이하게도시재생목적으로사용하려는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제43조 또는 「공유
재산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따른계약의 방법에도불구하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2017
국유재산
정책방향

대부 활성화를 통한 국유지 임대수입 증대

①�현행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대부요율 및 대부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규 대부수요 발굴

-�활용조건이 열악한재산(부정형·경사·맹지 등형상불량및 극소규모토지,�시설보
수 필요건물 등)에 대한 대부료 감면 허용
-�시설보수 필요건물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부기간 연장
-�일시적 수요가 있는 국유지는 월 단위 단기대부 검토

②�현재활용되지않는국유재산의유휴공간(공중·지하·옥상등)에대한이용기준신설

③�가설건축물축조기준완화로국유지 내 ‘토지+건물활용’을가능케함으로써대부
수요 증대 도모

[부록 표 8]�일반재산의 활용_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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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의
일반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수납하게 하는
행위

활
용
근
거

국유
재산법

제48조(매각)

①�일반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 � � �1.�중앙관서의장이 행정목적으로사용하기 위하여 그재산에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 � �경우

��� �3.�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따른경우외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도시재생
특별법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④�도시재생사업의시행자가폐도(廢道)나그밖에이와유사한국유재산또는공유재
산을부득이하게도시재생목적으로사용하려는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제43조 또는 「공유
재산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따른계약의 방법에도불구하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2017
국유재산

정책방향

‘보유·활용+경쟁매각’의 국유재산 매각원칙 확립

①�(매각최소화및 재산보전)�유형·형태별로보존가치,�공익활용여부등자산분석을
거쳐 공익활용 곤란 시에만 매각

-�지자체,�공공기관등에대해서는교환을우선검토하고,�개별 매각건마다심사요건
강화

②�(매각불가피 시 최대가치 매각)�공익활용이 곤란한경우에만매각하되,�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

-�수의 가능사유라도 우선 경쟁입찰 후 2회 유찰 시에만 수의계약 검토

[부록 표 9]�일반재산의 활용_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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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의
국가가국가행정목적 수행등에 필요한재산을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국가
이외의자(지방자치단체등공공단체,�기업,�사인)의 재산과교환하는사법(私法)상의
계약

활
용
근
거

국유
재산법

제54조(교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동산과공유또는사유재산인 토지·건물,�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1.�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소규모 일반재산을한 곳에모아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일반재산의가치와이용도를높이기 위하여 필요한경우로서 매각등다른방법으
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상호점유를하고있고해당재산소유자가사유토지만으로는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③�제1항에따라교환할때쌍방의가격이같지아니하면그차액을금전으로대납(代
納)하여야 한다.

[부록 표 10]�일반재산의 활용_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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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의
국가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

활
용
근
거

국유
재산법

제55조(양여)

①�일반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반재산을직접 공용이나공공용으로사용하려는지방자치
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가유지·보존비용을부담한공공용
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일반재산이 되는경우에해당재산을그부담한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정재산을용도폐지하는경우그용도에사용될대체시설을
제공한자또는그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그부담한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장등은제1항에따라일반재산을양여하려면 총괄청과협의하여야
한다.�다만,�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국유재산법」�제55조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12조(양여의 용도 제한)

①�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장은국유재산을양여하는경우에는양여받은재산이 10년이내에양여목
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특별법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④�도시재생사업의시행자가폐도(廢道)나그밖에이와유사한국유재산또는공유재
산을부득이하게도시재생목적으로사용하려는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제43조 또는 「공유
재산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따른계약의 방법에도불구하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부록 표 11]�일반재산의 활용_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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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활
용
근
거

국유
재산법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개발)

①�일반재산은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따라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하거나제58조·제59조 및 제59조의2에따라개발하여 대부·분양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일반재산을개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항외에국가행정목적 달성을위한필요성

제58조(신탁 개발)

①�일반재산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부동산신탁을취급하는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제59조(위탁 개발)

①�제42조제1항과제3항에따라관리·처분에관한사무를위탁받은자는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2017
국유재산
정책방향

국유지 개발 시 공익활용목적의 공간 마련

①�(개발범위 확대)�기존 ‘청사+수익시설’�신축을
‘청사+수익시설+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스타트업 사무공간등)’까지
확대하여 공익목적 실현공간을 확보

②�(신모델도입)�공익시설 단독개발,�‘수익시설+공익시설’�개발등공익시설 중심의
새로운 모델도입 검토

대규모 국유지(10,000㎡�이상)에 토지개발방식 도입

①�(토지개발제도 도입)�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개발범위를 토지개발(절토,�
성토,�구획정리,�진입로 확보 등을 통해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까지 확대

-�건축 →�건축+토지개발

②�(활용확대)�대규모유휴국유지를개발하여조성토지중일부를공익시설확충에활용

[부록 표 12]�일반재산의 활용_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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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ggestion�of�Amendment�of�Law�and�System�for�Effective�

Utilization�of�National�Land�in�Urban�Regeneration�Zone

Seung-Hyun�Min�·�Sang-Il�Kim�·�Ji-Hye�Yang�·�Jun-Young�Jang

Currently,�urban�regeneration�projects�are�in�progress�to�improve�

residential�environments�throughout�the�country,� including�Seoul.�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t� is� urgent� to�

establish�a�base�facility�that�plays�a�significant�role�of�public�support�

in�the�region.�The�project�areas�contains�not�only�municipal�lands�but�

also�many�national�lands.�Therefore,�there�is�a�growing�need�for�and�

discussion�on�the�efficient�use�of�national�land.�To�improve�utilization�

of� national� land,� this� study� focuses� on� amendment� of� laws� and�

provision�of�new�systems.�

National� land� is� classified� as� gen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property.�While�general�property�can�be�freely�utilized,�administrative�

property� can� be�only� exchanged.� In� the�whole� national� land,� the�

general�property�and�the�administrative�property�account�for�about�

4%�and�96%,�respectively.�It�is�inevitable�to�revise�the�administrative�

property�utilization�law�in�order�to�utilize�the�national�land.�Therefore,�

this�study�suggests�the�revision�of�administrative�restraint�in�urban�

regeneration�area.

Since�the�current�Urban�Regeneration�Act�provides�legal�provisions�

for� the� sale�of�national� land�only,� it� is� suggested� to�add�detailed�

provisions�for�all�terms�of�use�as�well�as�for�sale.�In�addition,�the�law�

was�amended�to�set�a�deadline�to�prevent�delays�in�application�and�

review�of�use�of�national�land.�Finally,�it�was�revised�to�flexibly�apply�

rent� and� lease� period� when� renting� national� land� in�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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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ation�area.

General� property� can� be� freely� used� compared� to� administrative�

property.�General� property� can�be� secured�by�abolishing� the� idle�

administrative�property�which�lost�administrative�purpose.�However,�

administrative�property�managers�tend�to�be�reluctant�to�abolish�their�

use�because�of�the�future�availability�of�idle�administrative�property.�

In�addition,�the�central�government�plans�to�carry�out�the�survey�of�

the�whole�idle�administrative�property,�but�this�takes�a�lot�of�time.�

Therefore,�for�the�identification�of�idle�administrative�property�and�

the�activation�of�the�abolishment�system,�we�propose�a�system�that�the�

local�governor�can�report�the�idle�administrative�property�directly�to�

the�central�government.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property� with� a� high� potential� for�

utilization,� it� is�suggested�to� introduce�direct�utilization�method�of�

administrative�property�so�that�it�can�be�utilized�for�urban�regeneration�

purpose�through�utilization�of�high�density.�In�order�to�discuss�the�

direct�use�of�administrative�property,�we�proposed�the�operation�of�the�

administrative� property� utilization� consultation� body� between� the�

subject�who�wants� to�use� the�administrative�property� in� the�urban�

regeneration�area�and�the�administrative�property�manager.

We�also�conducted�a�survey�on�the�status�of�national�land�in�27�urban�

regeneration�areas�and�77�residential�environment�management�areas�

designa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mong� them,� we�

selected�specific�national�lands�suitable�for�establishing�base�facilities,�

and� presented� facility� development� examples� considering� the�

publicness�and�profitability.

In�order�to�promote�the�urban�regeneration,�the�urban�regeneration�

departments� in� Seoul� and� the� whole� country� need� to� review� the�

proposals�in�this�study�in�depth�and�propose�to�the�central�government�

the�realization�of�the�proposal�contents.�In�addition,�by�constantly�

revising� and� supplementing� related� laws� and� procedures,� it� is�

necessary�to�induce�the�settlement�of�the�utilization�system�of�national�

land�for�urban�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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