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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토자원의 효율  이용과 도시 내 토지자원의 공 부족으로 국유지의 효율  활용에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국유지는 부지의 물리  여건, 수익성 등으로 효율 인 리  활용방안을 마

련하기 어려워 부분 도시 내에 그 로 방치되거나 무단 유 등으로 토지의 효율  이용을 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GIS를 활용하여 도시 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을 평

가하고 효율  활용을 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해 수행되었다.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 등

의 지역별 용도지역별 분포 황을 고려하여 국유지 리  처분기  개선,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과 

더불어 국유지 리시스템을 통한 과학 이고 합리 인 소규모 국유지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주요어: 소규모 국유지, 개발가능성, 다기준의사결정, 토지적성평가

ABSTRACT

Numerous debates and efforts have been made to utilize land resources more effectively 

especially for the state-owned land in an urban area. Currently most of small size state-owned 

lands within urban areas are not used effectively due to the limitations in physical conditions 

and profitability. Some of these properties are occupied illegally and being used for various 

private purposes. Considering the shortage of land supply in urban areas, there need to be 

some improvements i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l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location, current uses, physical conditions, and 

development potential of small size public properties in Seoul area.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GI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it is possible to utilize small 

size state-owned lands within an urban area more rationally and systematically by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 and the site. 

KEYWORDS: State-Owned Land, Development Potential, Multi-Criteria Decision, Land 
Suitabi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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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국유지 면 은 2006년 말 23,275

㎢로 체 국토 면  99,678㎢의 23.4%를 차

지하고 있으며, 부‧매각‧교환‧양여 는 신

탁 등의 리  처분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1,428㎢로 체 국유지 면 의 약 6%를 차지

하고 있다. 국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 확보 수단으로 여겨 매각과 처분 

주 던 기존의 국유지 정책이 최근에는 국

토자원의 효율  이용과 국민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 충족을 한 국유지의 확충  활용 

주로 환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

로 정부는 1994년 국유지신탁개발제도를 도입

하 고, 국유지 탁 리기 이 국가로부터 

리를 임받은 국유지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 한 후 그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는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재정경제부, 2007). 

이와 같은 상황 변화로 입지 여건이 우수하

거나 일정 규모 이상인 국유지의 경우 공공시

설 는 업무와 주거용 건물의 건설 등 다양

한 용도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규

모가 작은 국유지는 부지의 물리  여건과 수

익성 측면에서 효율 인 리  활용 방안의 

마련이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

럼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국유지  일부는 

무단 유되어 사 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공

토지의 효율  이용으로 도시 내 공  부족을 

해소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연구원, 

2004). 재  국토의 약 82% 정도가 도시용

지로 사용되는 기개발지이거나 보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용지 공 이 어려워 도시 내 토

지자원의 공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을 고려할 때 공간 으로 산재되어 있는 소규

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을 평가하고 개발 가

능 등 에 따라 매각, 교환, 양여, 신탁, 개발 

등의 략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한 체계

인 분석과 정책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국토의 효율  이용과 토

지의 최고최선 이용 차원에서 소규모 국유지

의 개발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략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먼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소

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 평가지표를 추출하

고,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유지의 

물리  특성, 지역  특성, 입지  특성에 따

른 개발가능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선형변

환법을 용하여 표 화한 후 종합하여 소규

모 국유지의 개발등 을 제시하 다. 한 소

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에 따른 활용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 다.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

능성 평가를 해 한국자산 리공사가 보유하

고 있는 서울지역의 유휴국유지 리 장 자

료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공간자료

와 토지특성 자료를 활용하 으며, 수집된 자

료의 편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AutoCAD, Oracle, ArcGIS를 활용하 다. 

소규모 국유지 개발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

1. 선행연구 고찰 

1) 국유지 리 

그동안 국․공유재산 련 연구는 주로 국

유재산의 리체계 효율화를 한 제도  개

선이나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에 을 맞추

어 진행되어 왔다. 제도  측면의 연구는 부

분 국유지의 지역별, 면 별 황 통계를 제시

하고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  리를 

한 처분기 , 처분방법, 조직개편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박우서, 1996; 김행종, 1999; 국

토연구원, 2004; 최유근, 2006).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연구는 속성정보를 심으로 운 되고 

있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에 국유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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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평가지표 선정과정 

조사와 측량을 수행하고 도형정보와 연계한 

리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공유

지 매각기 을 지 도면과 련 자료를 활용

하여 용하기 한 의사결정지원모형을 제시

하고 있다(신동  외, 2006; 김순태외, 2007). 

한편, 서울시는 잡종재산의 효율 인 리방안

을 마련하기 해 국유지 특성자료를 활용하

여 테이블을 구축하고 간단한 질의서를 통해 

지목, 면 , 황 등을 분석하 으나 리방법 

도출을 한 사례연구 심으로 수행되었고 

서울시 일부지역의 잡종재산을 상으로 하여 

소규모 국유지 개발가능성을 지역, 토지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국유지 리와 

련한 연구들은 국공유지의 활용을 한 리

문제를 법‧제도  근에 치 하거나 지 정

보 심의 정보 리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국

유지의 개발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물

리 , 지역 , 공간  입지 특성을 종합하여 

개발가능성을 평가하 다.   

2) 토지 개발가능성 평가

일반 으로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평가하기 

한 지표는 입지와 주변 환경, 토지 규모와 

모양, 근성과 가시성, 토지의 상태, 법  규

제, 시설물, 토지이용 규제와 규제 환경을 제

시하고 있다.(Peiser & Frej, 2003). 토지 규모

와 형태의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 타 용도로

의 이 가능성 측면에서 토지형상지표를 

용하고 평가할 수 있다(Li & Yeh. 2004. Das 

& Neutiyal, 2004). 특히, 개발이 비교  용이

한 지의 경우 지면 , 토지이용 규제 등 

토지의 속성이 물리 으로 지 내부에 국한

하는 내부  특성과 각종 편익시설과의 근

성과 도 황 둥 지의 외부 속성과의 연계 

속에서 악되는 외부  특성에 따라 개발가

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이희원, 2003). 한, 

특정의 보존  개발계획을 해 토지가 가지

는 자원의 합성 정도를 악하기 해서는 

자연생태자원, 문화경 자원, 사회경제자원 등

의 평가지표를 용할 수 있으며(황국웅, 

2003), 토지가치는 가로 조건, 근 조건, 환경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등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이 은, 최상철, 2007; 박

재국외, 2006). 이러한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평

가하는 과정에는 표고, 경사, 사면방향, 지질단

층, 식생 활력도, 수계, 도로 근성, 토지피복 

등 다양한 평가지표의 활용이 가능하다(이진

덕외, 2001). 우리나라의 토지 성평가지침에서

는 토지의 물리  특성․지역특성  공간  

입지 특성을 제시하고 도시용지 비율, 용도

용 비율, 도시용지 인  비율, 지가 수 , 기개

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도로

와의 거리 등을 개발가능성 평가지표로 제시

하고 있으나 평가기 이 치 하지 못하고 지

역 여건을 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항집,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

발 가능지 평가의 틀을 용하면서 기존 개발

지 는 도심지역의 소규모 필지의 개발가능

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용하여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을 평가하 다.

2. 평가지표의 선정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을 평가하기 

한 지표를 선정하기 해 3단계의 과정을 거

쳤다. 먼 , 토지 성평가지침의 개발 성 평

가지표 6개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토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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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B구축 과정 

평 가 분 야 평 가 목 적 평 가 지 표 평 가 자 료

물리  특성 개발가능구역 설정범  평가

경사도 수치지형도

표고 수치지형도

토지형상 토지특성자료

면 토지특성자료

지역  특성 개발가능 시설선정   개발비용 산정 
지가 토지특성자료

도조건 수치지형도

입지  특성 상지 자체 특성평가

근성 수치지형도

용도부합성 용도지역지구도

공  규제거리 용도지역지구도

Table 1. 평가지표

발가능성  잠재력의 평가지표 32개 등 총 

38개의 1차 지표 목록을 작성하 다. 둘째, 한

국자산 리공사의 유휴국유지 리 장과 한

국토지정보시스템의 속성  공간자료를 토

로 분석이 가능한 15개 지표를 2차지표로 선

정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지표를 상

으로 문가 자문을 거쳐 소규모 국유지 개발

가능성 평가에 유의미하다고 단되는 9개의 

평가지표를 최종 으로 선정하 다.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 평가

1. 자료 및 DB구축

1) 분석자료 

소규모 국유지 개발가능성 평가는 한국자산

리공사가 리하는 서울시 국유지 9,425필지 

 개발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단되는 필지

면  33㎡미만의 극소형 필지를 제외한 3,682

필지를 상으로 하 다. 자료는 한국자산 리

공사 소규모 리 장의 소재지, 장면 , 면

, 공시지가, 용도지역 자료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서 추출한 수치지형도DB와 연속지

DB, 토지특성자료를 활용하 다.

2) DB구축 

한국자산 리공사의 소규모 리 장의 소

재지를 시도/시군구/읍면동/동리/구분/본번/부

번의 필드로 분리한 후 행정자치부의 테이블

과 결합하여 행정코드(10자리)를 추출하고 일

반지번, 산지번, 본번, 부번 자리를 생성하여 

19개 숫자의 지번코드를 생성하 다. 생성된 

한국자산 리공사 테이블의 지번코드와 서울

시 연속지 도 테이블의 지번코드를 결합하여 

공유지분 등으로 인한 복 는 불일치 필지

는 제외하 다. 소규모 국유지 리 장에서 

락된 면 , 지가, 용도지역지구 정보는 서울

시 토지정보DB를 활용하여 보완하여 서울시 

소규모 국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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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평가과정

2. 평가과정 및 방법

1) 평가과정 

서울시 소규모 국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토

지이용규제 련 법률이나 공유지분 설정 등

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한 필지와 33㎡이하의 

극소형 필지를 제외하고 필지별 물리 , 지역

, 입지  특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수

화하 다. 개별 평가지표의 평가결과는 선형변

환방법에 의해 표 화 한 후 개발가능성을 5

개의 등 으로 분류하 다. 

2) 평가방법

경사도는 표고자료를 바탕으로 퍼센트(%)단

로 분석하여 필지별 경사도를 추출하여 평균

값을 필지에 용하 으며 평균경사도 12.2%

를 기 으로 평가하 다. 서울시는 해발표고 

70m를 하부구조 시설투자의 1차  임계 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시가지 수요 증가로 70m이상

에서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70m미만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최고표고

(260m)를 감안하여 150m이상은 개발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 다. 표고는 수치지

형도를 바탕으로 TIN을 생성한 후 10미터 크

기의 래스터로 변환하여 각 필지별로 표고자료

를 추출하여 평균값을 필지에 입력하 다. 

토지면 은 환경 으로 허용될 수 있는 최

소규모 100-150㎡를 기 으로 한국자산 리공

사의 리 장의 면 을 기 으로 평가하 다. 

토지형상은 사각형을 개발에 가장 합한 것

으로 평가하 으며 삼각형, 원형, 부정형의 토

지 등은 개발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

다. 토지형상은 토지특성 자료를 기 으로 

하 으며, 일부 토지의 특성과 일치되지 않는 

필지는 간 값을 취하 다. 

지가는 상 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내 

동일지목의 평균 개별공시지가에 한 상 

토지의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산

정하 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토지특성자

료를 기 으로 하 고 토지특성자료와 일치되

지 않는 필지는 한국자산 리공사 리 장의 

지가를 활용하 다. 

도조건은 수치지형DB의 도로 심선을 

기 으로 필지로부터의 가장 근 한 도로와의 

거리 값을 계산하 다. 일반 으로 다면 도의 

부지일수록 차량  도보의 근성과 부가가

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평가되나, 1면 이상만 할 경우에도 개

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을 감안하여 평가하

다. 한, 로에 하는 필지는 주차시설 

등이 후면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로에 하

면서 한 개의 면이 하는 소규모 필지는 좋

은 필지라고 평가하지 않고 도 폭의 기 이 

2개 이상의 면이 할 경우 가장 넓은 폭의 

도로를 기 으로 개발등 을 산정하 다. 

근성은 일반 으로 거리ㆍ통행시간ㆍ매력

도 따 에 의하여 결정되며 교통의 근성

이 용이할수록 개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철역과의 거리,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수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가

까운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기 으로 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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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지표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경사도 평균경사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

50이상

표고 평균 표고(m) 70미만
70이상-
100미만

100이상-
120미만

120이상-
150미만

150이상

면 토지규모(m2) 500미만 150-500 100-150 50-100 50이하

토지형상 토지모양 정방형 장방형 사다리형
삼각형, 
역삼각형

부정형, 
자루형

지가 개별공시지가 (천원) 
4이상-
100미만 

1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도조건 필지에서 근 한 도로와 거리 값(m) 5미만 5-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근성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과의 거리 값(m) 100미만 100-200 200-300 300-400 500이상

용도부합성 인  토지용도와의 일치개수(개) 4이상 3 2 1 0

공 규제
거리 공 규제 지역경계로부터 거리 값(km) 4이상 3-4 2-3 1-2 1이하

Table 2. 평가지표별 개발가능성 등급

평가지표 지표의 의미 점수화방법

경사도 낮을수록 개발에 유리 최고경사도: 0 , 최 경사도: 100

표고 낮을수록 개발에 유리 최고표고: 0 , 최 표고: 100

면 클수록 개발에 유리 최고면 : 100 , 최 면 : 0

토지형상 정방형일수록 개발에 유리 정방형: 100 , 비정방형: 0

지가 렴할수록 개발에 유리 최고지가 0 , 최 지가: 100

도조건 가까울수록 개발가능성 높음 최 거리: 0 , 최소거리: 100

근성 가까울수록 개발가능성 높음 최 거리: 0 , 최소거리: 100

용도부합성 많을수록 개발가능성 높음 최 일치: 100 , 최소일치: 0

공 규제거리 멀수록 개발가능성 높음 최 거리: 100 , 최소거리: 0

Table 3. 선형변환법에 의한 평가지표의 표준화 방안

평가하 다. 용도부합성은 해당 필지 주변의 

토지이용과 일치하는 정도로 편집지 도와 국

토계획  도시지역 이어를 첩하여 필지별 

용도지역을 계산한 후 개별필지로 편집지 을 

공간검색(intersect)하여 동일한 용도지역의 필

지 개수를 계산하 다. 공 규제지역과의 거리

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국토계획  도시지

역 이어를 기 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도시자

연공원과의 거리 값을 계산하 으며 폴리곤-

폴리곤 거리계산 시 심  간의 거리가 아닌 

폴리곤 경계와의 거리로 계산하 다.

개별 평가지표들의 측정단 와 분포패턴이 

서로 상이하므로 지표별 평가결과를 단순히 

수화하여 합산하여 개발가능성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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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높음
(80점-100점)

높음
(60점-80점)

보통
(40점-60점)

낮음
(20점-40점)

매우 낮음
(0점-20점)

합계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50㎡미만 31 4.6 204 30.3 321 47.7 108 16.0 9 1.3 673 100.0

50㎡-100㎡ 44 3.5 368 28.9 573 45.0 246 19.3 41 3.2 1,272 100.0

100㎡-330㎡ 31 2.6 312 25.8 502 41.6 319 26.4 43 3.6 1,207 100.0

330㎡-660㎡ 7 2.9 64 26.1 94 38.4 61 24.9 19 7.8 245 100.0

660㎡이상 6 2.1 59 20.7 106 37.2 94 33.0 20 7.0 285 100.0

합계 119 3.2 1,007  27.3 1596  43.3 828  22.5 132 3.6 3,682 100.0 

주) 최 값: 100 , 최 값: 0

Table 5. 필지규모별 개발가능성 등급                                          (단위: 개, %)

평가지표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합계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물리  

특성

경사도 1,581 42.9 477 13.0 562 15.3 1022 27.8 40 1.1 3,682 100.0

표고 2,635 71.6 588 16.0 289 7.8 129 3.5 41 1.1 3,682 100.0

면 367 10.0 778 21.1 580 15.8 1,274 34.6 683 18.5 3,682 100.0

토지형상 81 2.2 471 12.8 1,141 31.0 121 3.3 1,868 50.7 3,682 100.0

지역  

특성

지가 331 9.0 954 25.9 2,238 60.8 120 3.3 39 1.1 3,682 100.0

도조건 1,300 35.3 492 13.4 723 19.6 384 10.4 783 21.3 3,682 100.0

입지  

특성

근성 59 1.6 212 5.8 342 9.3 499 13.6 2,570 69.8 3,682 100.0

용도부합성 2,146 58.3 752 20.4 529 14.4 221 6.0 34 0.9 3,682 100.0

공 규제

거리 
4 0.1 185 5.0 405 11.0 804 21.8 2,284 62.0 3,682 100.0

Table 4. 평가지표별 개발가능성 등급결과                                       (단위: 개, %)

것은 어렵다. 때문에 행 토지 성평가에서는 

임계치를 설정하고 퍼지함수를 사용하여 평가

지표를 수화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평가지

표의 측정치 분포를 반 하지 못하고 양극단

인 수분포 결과를 가져와 평가지표의 측

정치 분포를 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이

종용외,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평가

지표의 평가결과를 선형변환법에 의하여 표

화한 후 모든 지표들에 한 표 화 수를 

합산하 다. 이를 해 우선 평가지표에 따라 

개발가능성이 높을수록 높은 수를 배정하고 

낮을수록 낮은 수를 부여하 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평가지표의 표 화 수를 

합산한 개발가능성 수의 합이 클수록 개발

가능성이 높고 수의 합이 을수록 개발가

능성이 상 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화한 수는 최 값과 최 값을 기 으로 

등간격으로 개발가능성을 등 을 구분하여 평

가결과를 정리하 다.

3. 평가결과 

1) 평가지표별 개발가능성

각 평가지표에 따른 개발가능성 등 을 평가

한 결과 경사도와 표고의 경우 개발가능성이 높

은 필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나 토지면 과 토지형상의 경우 체 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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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높음

(618점-687점)

높음

(548점-617점)

보통

(479점-547점)

낮음

(409점-478점)

매우 낮음

(338점-408점)
합계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도심지역 1 0.2 97 15.1 349 54.3 162 25.2 34 5.3 643 100.0 

동북지역 5  0.5 323 32.8 437 44.4 188 19.1 32 3.2 985 100.0 

서북지역 2  0.2 141 15.1 398 42.6 341 36.5 52 5.6 934 100.0 

서남지역 110 11.7 399 42.6 323 34.5 99 10.6 6 0.6 937 100.0 

동남지역 1 0.5 47 25.7 89 48.6 38 20.8 8 4.4 183 100.0 

합계 119  3.2 1,007 27.3 1,596 43.3 828 22.5 132 3.6 3,682 100.0 

주) 최 값: 687 , 최 값: 388

Table 6. 지역별 개발가능성 등급                                               (단위: 개, %)

약 50%이상이 개발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반

면, 지역  는 입지  측면에서 개발가능성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조건의 경

우 체 필지의 약 50%정도가 개발가능성이 높

게 나타났으며 인 토지와의 용도부합성의 경우 

체 필지의 약 80%의 이상이 개발가능성이 높

게 나타났다. 반면, 근성과 공 규제와의 거리

의 경우 개발가능이 높은 필지가 체 필지의 

약 10% 수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지표별 개발가능성 분석결과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평가지표별 측정단

와 분포패턴이 서로 상이하므로 선형변환법에 

의해 표 화 한 결과 토지면 의 경우 필지규

모가 100㎡미만이거나 660㎡이상인 경우가 개

발가능성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의 극소형 필지의 경우 체 필지의 

약 35% 정도가 개발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개발가능성이 낮은 필지의 비 도 17.4%로 나

타났다. 한 660㎡이상의 규모 필지의 경우 

체 필지의 30.6%가 개발가능성이 높게 나타

났고 26.1%는 개발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2) 지역별 개발가능성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을 지역별로 살

펴본 결과 개발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국유지

는 서남지역과 도심과 동북지역의 경공간에 

집 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필지는 부분

이 서남지역에 집 되어 있으며 체 필지의 

약 50% 이상이 개발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동북지역은 약 30%이상이 개발가능성이 높은 

필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 , 

강남, 송 , 강동 등 동남지역의 경우 국유지

는 게 분포되어 있으나 상 으로 개발가

능성이 높은 필지의 비 이 32.3%로 나타났다. 

반면, 은평구, 서 문구, 마포구 등 서북지역의 

경우 개발가능성이 낮은 필지가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용도지역별 개발가능성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을 용도지역별

로 살펴본 결과 체 소규모 국유지의 약 77%

가 주거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  약 30%

의 필지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공업지역의 경우 체 소규모 국유지에서 

차지하는 비 은 약 4%정도로 극히 미비하나 

부분 개발가능성은 높게 나타났다. 상업지역

의 경우도 개발가능성이 높은 필지의 비 이 

약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녹지지역은 체 소규모 국유지의 체 

필지의 약 12%를 유하고 있으며 이  약 

50%이상이 개발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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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높음

(618점-687점)

높음

(548점-617점)

보통

(479점-547점)

낮음

(409점-478점)

매우 낮음

(338점-408점)
합계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필지수 비중

주거지역 57 2.0 789  27.7 1,287  45.1 654  22.9 65 2.3 2,852 100.0 

상업지역 9 3.9 89  38.4 123  53.0 11 4.7 0 0.0 232 100.0 

공업지역 53  35.1 81  53.6 14 9.3 3 2.0 0 0.0 151 100.0 

녹지지역 0 0.0 48  10.7 172  38.5 160  35.8 67  15.0 447 100.0 

합계 119 3.2 1,007  27.3 1,596  43.3 828  22.5 132 3.6 3,682 100.0 

주) 최 값: 687 , 최 값: 388

개발가능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지역별

도심지역

동남지역

동북지역

서남지역

서북지역

®0 105
km

Figure 4 지역별 개발가능성 분포

개발가능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0 105

km

Figure 5 용도지역별 개발가능성 분포

Table 7. 용도지역별 개발가능성 등급                                     (단위: 개, %)

결  론

정부는 국유지의 활용도 하와 무단 유로 

인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매각 진, 교환  양여제도 합리화, 

부제도 개선, 산택개발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

의 국유지 리체계 개선과 활용도 제고를 

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도시내 산재하고 있는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효율 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해 수행되었다. 이를 해 

선행연구 검토와 문가 자문을 통해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 평가지표를 선정하 고,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

가능성을 다기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 다. 

평가결과를 토 로 효율 인 소규모 국유지 

리  개발을 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 등 을 국유재산의 효율 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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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 에 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매년 정부가 국유재산의 리와 처

분의 기 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해 수립

하는 국유재산 리계획에 국유지의 개발가능

성 평가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이러한 국유지의 개발가능 등 은 경쟁입

찰․지명경쟁․제한경쟁 는 수의계약 등 다

양한 형태를 통해 매각하거나 토지나 건물과 

교환 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과 사용․수

익허가  부 상 선정의 단기 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둘째, 국유지의 극  활용이라는 정책기조

의 정착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가능성

이 높은 지역은 주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보

다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노력

이 필요하다. 국유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거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필

지는 주민편익, 교육지원, 사회복지, 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우선 으

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개발가능

성이 낮은 소규모 국유지는 주변 토지이용과

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활용방안을 유도하거

나 주변지역의 시설 는 개발사업과 연계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유지의 과학  리라는 차원

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 평가방법을 연계하여 국유지를 보다 과학

이고 합리 으로 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

발이 필요하다. 즉, 국유지 리 장과 수치지

형, 연속지  등 공간자료를 연계하여 국유지 

개발가능성을 단할 수 있는 기본 DB를 구

축하고 국유지 주변의 물리 , 지역 , 입지  

특성을 평가하여 개발가능성을 종합 으로 

단할 수 있는 리시스템을 통한 과학  리 

 개발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도시 내에 산재하

는 소규모 국유지의 리  개발방안을 마련

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시 체를 상

으로 분석하 기 때문에 구체 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해서는 구 는 동단 의 소규모 

지역을 상으로 지속 으로 더 많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한, 소규모 국유지 개발가

능성은 토지자체의 잠재력이외에 지역의 인구, 

주택, 경제 등 인문사회요인에 의해 향을 받

게 되므로 이를 종합 으로 평가하기 한 연

구가 폭넓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소

규모 국유지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평가단

, 평가지표  평가기  개발은 물론 평가지

표의 특성을 반 한 표 화방안 등과 련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

안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국유지도 국토자원

의 효율  이용과 사회변화 패러다임에 따른 

도시용지 공 차원에서 효율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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