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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

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 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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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재산의 범위

 1 사유재산 임차 시 임차기준

질  의

❍ 지방자치단체의 후순  세권 설정이 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물

건에 설정된 우선순 를 고려하여 재산가액의 일정범 를 넘지 않는 경

우에는 융통성 있게 세권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4758(2010. 8. 11.)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4조제4호에서는 세권을 공유재산의 범

에 포함(‘10.8.5. 개정시행)되어 있으므로 사유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권을 설정하는 등 리에 철 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세권을 설정할 경우 기치 못한 선순  권리 등에 한 충분한 검토 등

을 통해 지방재정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단됨.

   (1순 로 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공유재산 질의회신 사례집

2. 기부채납

 1 천재 ․ 지변 등으로 인한 사용 ․ 수익허가기간 연장가능 여부

질  의

❍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사용․수익허가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2174(2009. 4. 15.)

❍ 원칙 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20년을 과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할 것이나,「공유재산  물품 리

법」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천재․지변 등 재

난을 입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라면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  내

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연장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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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물 기부채납 시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관련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서는 “건물이나 그 밖

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00구 공유재산  물품 리조례 제15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인 토지 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하여는 유상 사용허

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 

❍ 사용․수익허가 방법은?

  

회 신 회계공기업과-6680(2010. 10. 21.)

❍ 귀 구의 조례에서 “공유재산인 토지 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

야 하며, 토지에 하여는 유상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귀 구의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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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분권으로 기부채납 가능 여부

질  의

❍ 주택재개발구역내에 동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것과 련하여 주

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시 기부채납할 공공청사의 부지를 분할하지 않고 

지분권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수용가능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5368(2010. 9. 3.)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법 요건 충족을 해 공유지분으로 공공청사 

부지를 기부채납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에 특별한 제약이 

부과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 이러한 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소유권의 공유지분으로 인한 

분쟁, 재산의 리와 처분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 재산  가치의 하락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바, 

❍ 사안과 같이 토지를 지분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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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 개시일

질  의

❍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그 산출방법, 기부채납한 재산의 사용 개

시일

  

회 신 회계공기업과-4953(2010. 8. 18.)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2006.1.1자 시행) 제17조에 따르면 ‘무상 

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임 료)로 나  연수를 

과할 수 없고,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의 기 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 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 으로 산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무상 사용기간은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을 

사용료로 나  기간 이내의 범 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재산의 사용 개시일은 최 로 사용․수익 

허가된 시 부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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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축산폐수를 이용한 퇴비공장 축조 후 기부채납 가능 여부

질  의

❍ 행정재산인 토지에 보조 을 교부받아 축산폐수를 이용한 퇴비공장( 구시

설물)을 축조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4755(2010. 8. 11.)

❍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인 토지에 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공유

재산  물품 리법」제13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해

당하여 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사안의 퇴비공장은 축산폐수를 활용하여 퇴비를 생산․ 매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는 을 감안하면,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 자치

단체가 직  공공시설인 행정재산으로 사용할지 여부, 그 필요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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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부채납 재산 매각 가능 여부

질  의

❍ 기부채납 정인 사회복지시설에 당  어린이집(4층 건물)만 건립하려고 했

으나 용도를 변경하여 어린이집(1층)과 노인 문요양원(2~4층)을 건립하려고 

00시에 변경결정(안)을 상정 에 있으나, 노인 문요양원 건립은 주민반발 

 소송제기가 상되어 기부채납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매각하고 다른 

지역에 건립하는 것을 검토 에 있음

❍ 기부채납 받을 경우 이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4767(2010. 8. 11.)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기부채납

은 기부의 목 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운 의 

목 으로 기부채납 받은 경우라면 동 목 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기부채납은 직  행정목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매각할 의도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됨. 



10 공유재산 질의회신 사례집

 7 건축비를 되돌려 받는 경우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 00 역시 00청과 주식회사 △△△△은 00 역시 00 국제교육센터 사무의 

탁에 한 약을 체결 운 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이 건물 공 후 

지자체에 등기 이 해주고 건축비를 되돌려 받는다면 이를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는 지

  

회 신 회계공기업과-7508(2010. 11. 23.)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7조제2항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

가 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는 기부에 조건이 수

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

의 경우는 기부채납으로 보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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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 대상

질  의

❍ 00산 문화 장조성사업에 따라 토지(134,716㎡)를 매입하기 하여 ‘08년도

에 공유재산 리계획을 수립 의회의결을 얻어 토지매입비 60억원을 확보하

고  재 90%정도 토지매입 하 으며, 재 매입한 부지에 토목공사(성토)를 

진행 으로 아직 건물 신축계획은 없고 단순 장을 조성(산책로, 자 거도

로개설, 잔디 장, 주차장 등)하고자 ‘09년도에 공사비로 60억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가 120억원인 경우 공유재산 리계획 변경 상인지 여부 

❍ 상기 장소에 건물과 공작물 설치 시 공사비가 10억원 미만 공사일 경우  공

유재산 리계획 변경 상인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1037(2009. 2. 20.)

❍ ‘08년도 공유재산 리계획에 따라 매입한 부지에 산책로, 자 거도로개설,  

주차장 등 장 조성비용으로 60억원을 확보하는 경우라면 당  기 가격에 

30%를 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리계획변

경계획 수립 상이라 할 것임.

❍ 토지의 취득과 연계하여 건물과 공작물 설치공사비가 10억원 미만이라면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 리계획 변경 수립 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공유재

산 리계획과 연계하여 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과 공작물, 동부지의 

형질을 변경시키는 토목․조경공사 등이 포함되는 등 당  취득의 목 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본다면,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

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사안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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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교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

질  의

❍ 00시에서 △△권역 농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련하여 교육청 소  재산인 

폐교가 동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에 의거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처분 액과 토지 면 에 상 없이 공유

재산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412(2009. 1. 22.)

❍ △△권역 농 종합개발사업인 농 체험  건립에 폐교가 포함되어 「공익  

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한다

면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4호에 의거 공유재산

리계획 수립이 배제된다 할 것이나, 

❍ 최종 결정은 귀 교육청에서「폐교재산의 활용 진을 한 특별법」등 계

법령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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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상설치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질  의

❍ 도시계획시설인 000 장에 상공모  선정 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0000 동상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재산 리계획 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2923(2009. 5. 2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한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산편성 에 

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한,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2호에서는 공작물

의 설치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로 정하고 있으며, 사  의미로

는 “재료를 기계 으로 가공하고 조립하여 만든 물건”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000 장내에 설치하는 0000 동상은 귀 시가 산을 들여 제작․설

치하는 공작물로, 재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됨으로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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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토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 여부

질  의

❍ 면 청사와 인 한 토지와 건물을「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

에 한 법률」에 따라 취득
*
하여 도시 리계획에 미포함된 주차장을 설치

하는 것과 련하여

   * 취득규모 : 토지 1,000㎡, 주택 1동

❍ 이러한 취득이「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공유재산 리계획 수립 상인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681(2010. 10. 21.)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이용

에 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나목 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주차장 설치가「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공익사업을 한 토

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을 용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리계획 배제 상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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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경우 관리계획 배제 여부

질  의

❍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취득할 

일반산업단지는「공유재산  물품 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1

항에서 정한 요재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리계획 수립 상이나,

❍ 와 같이「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

지를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 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1612(2010. 3. 22.)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11호는 다른 법률에서 명문

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함에 있어 그 취득 는 

처분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속행 로서 의무화된 재산에 하여 리계

획 수립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에서는 조성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가 의무 으로 취득할 재산에 한 명문 규정이 없고, 취득할 상이나 범

는 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가 입주수요, 향후 망 등을 종합 으로 고려

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반 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사안의 경우는「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공유재산 리계획의 수립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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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속도로 인근 홍보탑 설치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 여부

질  의

❍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시 홍보탑 설치를 목 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동 

토지의 매입이「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4호에 해

당하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1533(2010. 3. 17.)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4호는「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나목․마목의 기반

시설을 설치․정비 는 개량하는 경우에 한하여 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안의 홍보탑은「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나

목․마목의 기반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리계획을 수

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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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도의회 승인여부

질  의

❍ 공유재산 리계획의 변경계획 수립 상과 련하여 00남도 △△청사로 활

용할 목 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한 공유재산 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당  

입주 정인 4개 기   1개 기 이 입주할 수 없는 경우 공유재산 리계

획 변경계획 수립 상인 목 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

❍ 한, 입주 정 기 이 입주할 수 없음에 따라 공실 정인 사무실을 다목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회 신 회계공기업과-7714(2010. 12. 3.)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리계획에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 이 변경되

거나, 해당 토지 는 시설물의 면 이나 기 가격이 30%를 과하여 증감

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 여기서 ‘취득목 의 변경’이란 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목 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취득이 00남도 산하기 의 △△청사 활용을 목 으로 

리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면 단순한 입주기  수의 변경은 청사활용의 목 변

경에 미포함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입주면  변경 등에 해서는 종합 으로 

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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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1 용도폐지 가능 여부

질  의

❍ 00시 소유인 시유재산(도로)이 재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수익을 한 고속

도로(유료도로) 용 진입도로  고속도로의 리를 한 업소 건물부지

로 사용되고 있음

❍ 동 부지에 하여 도로의 기능(용도)은 변경 없이 소유기 (00시 → 한국도

로공사)을 변경할 경우에 매각을 한 용도폐지(행정재산 → 일반재산)가 가

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5181(2009. 9. 8.)

❍ 한국도로공사가 귀 시 소유재산을 고속도로 진입로와 업소 건물 부지로 사

용되고 있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 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이거나 

행정재산으로 계속 그 로 둘 필요가 없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

의회를 거쳐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사안과 련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시유지를 별도의 의없이 무단으

로 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공유재산  물품 리법」제81조에 따른 변

상  부과 상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한 사실 계를 확인하여 변상  등

에 한 조치 후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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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간의 재산 이관

1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이관

질  의

❍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한 연  토지를 일반회계로 이 하여 부설주차장으

로 활용 가능 여부  무상으로 이 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520(2009. 11. 15.)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회계간 이 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 단서에서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회계간 

재산이  여부는 귀 구에서 그 재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 으로 검

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특별회계는 특정목 을 해 설치하는 것으로 그 운 의 성과  재무

상태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인 바, 타 회계로의 무상이 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사안과 같이 일반회계 사업에 충당하기 

하여 특별회계 자산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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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간의 재산이관

질  의

❍ 지방자치단체조합인 00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부지인 00남도 소유의 일반재산(토지)을「공유재산  물품 리법」제

12조에 따라 회계간 이 하고, 동법 제11조를 용하여 일반재산을 행정재

산(공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4186(2010. 7. 21.)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 은 동일한 지

방자치단체 내에서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한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에 이

하는 경우에 용되는 바,

❍ 사안과 같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

방자치단체조합에 이를 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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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적용대상

질  의

❍ 구시설물 축조 지 규정은 해당 자치단체의장 외의 자가 과거가 아닌 향

후 새로이 축조하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회 신 회계공기업과-5481(2009. 9. 21.)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공유재산  물품 리법」의 

용을 받는다 할 것이며, 동법 제13조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거, 재, 

미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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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구시설물 축조와 일시사용허가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9조제3호에 따라 구시설물 축조를 

한 경우 농지법  산림법 등 련법규에 의한 일시사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신 회계공기업과-6522(2009. 11. 15.)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는 부는 사용기간  원형의 변경 없이 사

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9조제

3호에 따라 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부자가 건물 

등 지상권 설정이 되지 않는 시설물을 사용․ 부기간 동안만 사용하기 

하여 설치하고 사용․ 부기간 만료 시 철거가 가능한 시설로 한정된다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개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

라면 련법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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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 도가 시 ․ 군 ․ 구 소유 부지에 건물 신축 가능 여부

질  의

❍ 도 소  업무인 소방 기소 신축 부지를 00시에서 취득이 가능한지와 00시 

소유부지에 00도가 소방 기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3785(2009. 7. 6.)

❍ 00도에서 00시 소유부지에 소방 기소를 건립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9조제11호에 따라 00지사와 00시장간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하며, 00도에서는 리계획을 수립하고, 00시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다만, 시․도 사무인 소방 기소 건립에 있어 건립부지를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건  지방재정운 과 향후 재산의 소유권 불일치 등으로 인

한 리상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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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거비용의 예치 관련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13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호( 부를 

받은 자가 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하여 자진철거  철거비용의 치 등

을 조건하여 축조하는 경우)에 의거 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경우 철거

비용의 치는 으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지 보증서 는 보증보험증권

으로 체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563(2009. 11. 17.)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9조제3호에서는 철거비용의 치방법

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뿐만 아니라 과 동일한 

목  달성이 가능한 지 보증서 는 보증보험증권을 철거비용으로 치 받

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9조제3호에 따라 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부자가 건물 등 지상권 설정이 되지 않

는 시설물을 사용․ 부기간 동안만 사용하기 하여 설치하고 사용․ 부

기간 만료 시 철거가 가능한 시설로 한정된다는 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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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용건축물 축조 가능 여부

질  의

❍ 기  자치단체가 소방청사 건축을 목 으로 신규로 부지를 매입하고 역 

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인 소방청사를 동 부지 에 축조하는 것이「공유재

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9조제11호에 따라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4751(2010. 8. 11.)

❍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소방기  설치에 한 규정에서는 소방서의 

설치는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의 사무에 하여는 시․

도에서 산을 반 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 본 사안의 경우 시․군에서 도 사무에 제공하기 하여 신규로 부지를 취득

하여 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귀 도에서는 

매입 는 교환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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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시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여부

질  의

❍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리 환한 후 부할 경우 구시

설물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4755(2010. 8. 11.)

❍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되었다하여 구시설물의 축조가 가

능한 것은 아니고, 구시설물의 축조는「공유재산  물품 리법」제13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가능함을 참고하

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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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허가 주택의 개보수 및 신축 가능 여부

질  의

❍ 건물 노후 등의 사유로 수십년  군유지 상에 신축되어 사용허가를 득한 무

허가 주택의 일부 개․보수  신축 등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3099(2010. 6. 7.)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13조에서 공유재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

외의 자는 건물 등의 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공유재산에 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자치단체 주민 체를 해 활

용되어야 할 재산이 비효율 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행정수

요에도 용이하게 처하기 곤란하기 때문임.

❍ 따라서, 공유지인 토지 에 구시설물을 축조(기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포함)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활용에 지속 인 장애요인인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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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군부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9조제3호를 용하여 군부 에 구시

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3081(2010. 6. 4.)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9조제3호는 사용․수익허가 는 부

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는 부기간 동안 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사용․ 부기간 내에 사용을 하는 것을 제

로 철거이행을 확약하고, 자진철거 불이행시에 철거를 한 철거비를 치

한 경우에 외 으로 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

로 사안과 같이 구시설물의 장기간 이용이 상되는 경우에도 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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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축조 가능 여부

질  의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원마을조성사업 지정 승인을 받아 00지구 원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련하여

❍ 원마을조성사업 추진을 해 공유재산에 하여 기반시설물을 설치할 경

우「농어 정비법」제106조제2항제5호를 용하여야 하는지 

  

회 신 회계공기업과-1832(2010. 3. 30.)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리  처분에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유재산  물품 리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의「농어 정비법」제106조제2항제5호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의 시행자가 별도 의를 거쳐 농어 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공

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공유재산에 기반시설

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1. 처분 등의 제한

2. 사용 ․ 수익허가

3.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Ⅱ행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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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등의 제한

1 행정재산의 대물변제 가능 여부

질  의

❍ 00경제자유구역 00지구 국제업무단지내에 2010년 하반기부터 2단계 시 컨

벤션시설의 건립과 련하여

❍ 2단계 컨벤션시설 건립에 따른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에 신하여 00

시가 조성한 00경제자유구역 00지구 내에 있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물변제

하는 것이「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하여 가능한 지

  

회 신 회계공기업과-1170(2010. 3. 2)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19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은 물변제의 목

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은 동법 제28조제1항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물변제 가능하도록 하면서,

❍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직  공 개발을 하

고 용지 ․공사비에 갈음하여 시행결과 조성된 일반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와 청사․도로 등 공용․공공용재산을 이 설치하고 용지 ․공

사비에 갈음하여 용도폐지 되는 일반재산으로 변제하는 경우에 물변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민간 사업시행자가 컨벤션센터 건립한 비용을 귀 시 

소유 부지로 변제하는 것은「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25조에 해

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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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재산 토지내 건물축조 관련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산으로 CCTV 제센터를 국유재산 토지내에 신축하는 것

과 련하여

❍ 「국유재산법」제18조( 구시설물의 축조 지)제1항제1호와「공유재산  

물품 리법」제19조(처분 등의 제한)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94(2010. 2. 4)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19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 하

거나 도로의 확장․축소로 인해 도로 리청이 변경되는 경우에 양여가 가

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가하는 것을 지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소유 재

산을 국가에 양여 는 기부하는 것이 불가한  등을 고려할 때 사안과 같

이 지방자치단체가 산을 부담하여 축조한 행정재산을 국가에 양여하는 것

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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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소유권 관련

질  의

❍ 00구 소유의 토지에 기존 건축물인 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계, △△치안센터 

신 복합청사를 건립할 경우, 복합청사 일부를 00청 소유로 양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7837(2010. 12. 10)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11조(처분 등의 제한)에 의거, 행정재산

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로 이 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등으로 양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00청에 한 소유권 양여는 어려울 것으로 단됨.

❍ 다만,「국유재산법」등 다른 법령에 한 사항은 소 부처의 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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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 수익허가 

1  진입로 용도로 사용 ․ 대부 가능 여부

질  의

❍ 벤처기업 연구소 건축을 하여 공유재산 부지를 진입로로 사용․ 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4135(2009. 7. 20.)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존․ 리하여야 

하고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에 있어서도「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0조에서는 “그 목  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벤처기업 연구소 건축을 해 시유지를 진입로 용도로 사용․ 부코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개인의 특정 목 을 해  구 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곤란하다 할 것이나 세부 인 사항은 토지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재산 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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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 전시 ․ 판매에 필요한 재산에서‘생산’이라 함은

질  의

❍ 단체 는 법인이 공유재산에서 지하자원인 “오석” 는 “석재”를 채취하는 

것이「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의 본문 내용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224(2009. 10. 29.)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지역경제의 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시․ 매에 필요한 재산’의 본문 내용  ‘생산’이라 함은 주원료를 채취

하여 매하기 해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

되며,

❍ ‘오석’을 만들기 한 원석을 채취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이 에 “산지 리법”상 토석채취 허가의 상으로서 련법에 따른 인․허

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8 공유재산 질의회신 사례집

3 특정노동조합에 대한 사용료 면제 가능 여부

질  의

❍ 계 법령상 “공유재산의 무상 부  사용․수익 가능” 등의 명시  지원

규정 없이「근로자복지기본법」제4조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한 산․세

제상의 지원”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별표1]의 “지역내 노사

계 동향 악  지원” 규정만으로도 특정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8(2009. 1. 2.)

❍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4조제1항 는 동법 제3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인 바, 

❍ 본 사안의「근로자복지기본법」제4조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한 산․

세제상의 지원” 련 규정과「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별표1]의 “지역내 

노사 계 동향 악  지원”에 한 규정만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

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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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기간

질  의

❍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산정에 있어서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

료액으로 나  연수로 허가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데,  시 에서는 기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무상사용 기간을 투자액과 사용료

가 상계되는 연한에 이를 때까지로 산정할 때 20년 동안 무상사용 허가가 

타당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5366(2010. 9. 3.)

❍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1조

제1항에서와 같이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바, 

❍ 본 사안의 경우 기부하는 건물이 공된 즉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재산가액, 

사용료를 산출하여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0 공유재산 질의회신 사례집

5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연장 가능 여부

질  의

❍ 주유소 시설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으나 그 기간의 종료로 무상 사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것과 련하여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 상에 해당하여 사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에 해

당하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4756(2010. 8. 11)

❍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은 최  무상사용․수익허가된 시 에서 정한 무

상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무상사용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고, 만일 기부채납

한 재산에 비해 무상 사용기간이 은 경우에는 재산가액을 고려하여 갱신을 

허용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는 기부재산액만큼 무상사용을 한 것으로 

단되므로 이를 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이 허용되는 경우를「공유재산  물품 리

법」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안과 같이 기부채납에 따라 재

산을 무상사용․수익한 경우는 수의계약 상이 되는지 여부와 계없이 사

용기간의 갱신 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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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 ․ 수익허가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

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바,

❍ 00도에서 운 하고 있는 화장시설을「장사 등에 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

3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우선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4231(2010. 7. 22)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3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

률’이란 통령령인 시행령보다 상  개념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

되므로「장사 등에 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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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료의 감액조정

질  의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를 갱신할 경우 “사용료가 년

도보다 10%이상 증가 시 증가한 부분을 감액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사용

료 산정 시 용되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3098(2010. 6. 7)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3조제1항에서는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

년을 과하여 계속 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사

용료가 년도의 연간 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동법 시

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 에서 사용료를 감액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내용  ‘1년을 과하여’란 사용․수익허가 종료 후 허가를 갱신하여 계

속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사안의 경우가 허가를 

갱신한 경우라면 사용료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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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례에서 사용료 감경율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 으로 유치한 시설에 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

기 하여 00시가 개정한 00시 공유재산 리조례 제34조( 부료 등의 납기)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4조제2항에 의거 지역경제 활

성화하기 하여 00시가 유치한 시설의 경우 9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나,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 인 감

경의 범 에 해서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 조례에서 구체 인 감경률을 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5173(2010. 8. 26)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4조제2항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한 

사용료의 감경을 통령령에 임하고 있고,「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

령」(‘10.8.5.시행) 제17조제6항에서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 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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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 ․ 수익허가기간 만료 전 사용 ․ 수익허가 취소 요청 관련

질  의

❍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매 운  업손실로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리청이 취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3167(2010. 6. 8)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련한 조례나 사용․수익허가서에 사용․수

익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에 신청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자치단체가 상 방에 하여 허가의 취소에 한 

신뢰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만일 동 내용에 따라 실제로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련 조례와 사용․수익허가

서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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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명경쟁입찰 가능 여부

질  의

❍ 행정재산(공원내 매 )의 사용․수익허가 시 우선권을 주장하는 민원*과 

련하여 

   * 00근린공원 조성 시 바다 매립으로 생계문제를 고려하여 마을주민에게 

매 의 우선 운 권을 자치단체가 약속하 음(민원A), 00근린공원에 

포함된 개인토지의 보상 과정에서 매 의 운 권을 담당자가 약속

하 음(민원B)

❍ 민원인들을 상 로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3102(2010. 6. 7)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0조제2항에서는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 이외의 지명경쟁입찰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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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물터미널 내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 요율

질  의

❍ (구)「화물유통 진법」에 의거 물류시설확충 차원에 따라 00시 도시계획시

설로 결정하여 완공된(2003.7월) 도시기반시설인 00화물터미 *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요율을 공공용으로 용할 수 있는지

   * 00시가 터미  부지(3,362㎡)를 매입하여 터미  부지로 사용토록 

하 고, 부지사용에 따라 사용료 요율은 일반요율(10/1,000)을 용

  

회 신 회계공기업과-1551(2010. 3. 17)

❍ 화물터미 은「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에 의한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 그 용도가 물류산업의 원활한 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련되는  등을 고려할 때 화물터미 의 운

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의 용도는 공공용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은「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

행령」제14조에 따라 일정 범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

고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 귀 시에서 련 조례, 이용 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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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법정어항에 대한 무상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어 ․어항법」에 의거 고시되지 아니한 육지소규모어항을 이용하는 어

계에서 육지소규모어항내의 공유재산인 어항시설(물양장)에 컨테이 를 설

치하여 어구보 창고  어민휴게실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한지

  

회 신 회계공기업과-1532(2010. 3. 17)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리  처분에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유재산  물품 리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 사안의 어항시설의 사용이「어 ․어항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이 가능할지 

여부는 소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 다만,「어 ․어항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4조에서 규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검

토되어야 할 것인 바, 본 사안의 경우는 동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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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용 ․ 수익허가 갱신불허가 취소사유에 저촉되는지

질  의

❍ 행정재산으로 리 인 자치단체 소유 건물( 통시장)의 용도폐지  매각 

등을 추진하는 것과 련하여 

❍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을 불허하는 것이「공유재산  물품 리

법」제25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에 되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1085(2010. 2. 23)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허가의 갱신을 허용할지 여부

는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가 향후 용도를 고려하여「공유재산  물품 리

법」제21조에 따라 단할 사항이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는 동법 제25조

제1항의 취소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따라서, 본 사안의 사용․수익허가 갱신과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는 상호 연

이 없는 별개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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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용 ․ 수익허가 취소 시 손실보상관련

질  의

❍ 행정재산으로 리 인 자치단체 소유 건물( 통시장)의 용도폐지  매각 

등을 추진하는 것과 련하여

❍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1085(2010. 2. 23)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련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는「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5조제2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나,

❍ 사안의 경우는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의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로 사용․수

익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시

장을 직  공용 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손실보상 상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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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상귀속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

질  의

❍ 지하보행로와 지하도상가를 포함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와 련하여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공과 동시에 리청에 무상 귀속된 재산이라 할지라

도 지하도상가 부분에 하여 리청과 사업시행자간 의 등을 통해 사업

시행자에게「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0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수의계

약으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353(2010. 1. 15)

❍ 개별 법률에 근거한 무상 귀속과「공유재산  물품 리법」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는 별개의 개념으로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 부 조건으로 지하공공

보도시설이 리청에 무상 귀속된 경우라면 이미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

에 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0조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사

용․수익을 허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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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유지분 초과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질  의

❍ 1977. 12. 26. 00시와 학교법인 00학원의 시유재산 매매계약 시 학교법인 00

학원내 폭 12m 도시계획선내 부지(2,646㎡, 00시와 00학원 공동소유)는 매각

상에서 제외하 으나, 2001. 1. 16. 00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따라 학교

법인 00학원내 12m 도시계획선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 00시 지분(2,200.4㎡)

을 00학원이 사용하는 지 여부에 하여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처리 방안

회 신 회계공기업과-356(2010. 1. 15)

❍ 공유지분을 과하여 공유재산을 00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한 사

용료 부과는 타당할 것이나, 학교 부지내 일부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토록 한 것인 지에 하여는 귀 

시에서 련법령, 동 재산의 이용실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할 사

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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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지와 건물의 재산관리관이 상이할 경우 사용요율 산정

질  의

❍ 재단법인에 사용허가한 00물재생센터부지내 창고의 사용료 산출 등과 련

하여

❍ 사용허가한 창고의 건물에 한 재산 리 은 환경 력담당 (일반회계)이

나 부지에 한 재산 리 은 00물재생센터장(하수도사업특별회계)일 경우 

사용료 산출시「공유재산  물품 리법」이나 하수도법령  무엇을 용

하여야 하는지 

회 신 회계공기업과-3538(2010. 6. 25)

❍ 사용․수익허가 상인 토지  건물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고려할 

때, 사안은 하수도법에 따른 용허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

로 본건에 한 사용․수익허가는「공유재산  물품 리법」을 용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료는 회계(일반, 특별)별로 구분하여 징

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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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용 ․ 수익허가 기간

질  의

❍ 시설 리공단에서 식당과 골 샵 유상사용 자입찰과 련하여, 사용․수

익허가기간을 기본 임차기간 3년에 1회 2년 연장, 도합 5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공유재산  물품 리법」에  되는지 여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10. 9. 29.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

년 이내로 하되, 제3항  제4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2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되, 이를 해서는 기존 3년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에 자치단체에 연

장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  입찰시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즉, 연장은 3년 종료시 에 신청여부나 자치단체의 허용여부에 따라 결정

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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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 의회 청사의 시설물 무료개방 가능 여부

질  의

❍ 시 의회에서는 다른 조례와 상충․충돌이 없고 행정목  달성에 지장이 없

는 범  내에서 시 의회 청사의 시설물을 무료 개방하여 시민의 문화여가 확

  소통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경우「공유재산  물

품 리법」에 의거 무료 개방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의실은 비회기  공휴일 개방, 앙홀은 시회공간 등 개방

회 신 회계공기업과-7756(2010. 12. 7.)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의하면, 사용료 면제에 

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는 비 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한정 으로 열거하고 

있음으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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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1 행정재산 관리위탁

질  의

❍ 진료업무의 수행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리 등을 포 하는 내용의   

 00시립병원 리운 을 민간에 탁하는 경우, 그 탁기간  탁기간 

연장에 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 「00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7조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을 따라야 하는지

  

회 신 회계공기업과-78(2009. 1. 6.)

❍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진료업무의 수행  수탁재산인 병원시

설의 리 등을 포 하는 내용의 00시립병원 운 을 민간에게 탁하는 경

우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리 탁에 해당되며, 

그 탁기간  탁기간 연장에 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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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 운영기간 연장관련

질  의

❍ 공 주차장을 재 A가 수탁받아 운 에 있으나, 이를「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리 탁)에 근거하여 재계약(갱신) 가능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7917(2010. 12. 14.)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계)에 따르면 “공유

재산  물품의 리․처분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주차장의 탁과 련한 사항은「주차장법」등 련된 개별 법률의 용 여

부를 우선 으로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단됨.



1. 대 부

2. 매 각

3. 교 환

4. 양 여

Ш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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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  부

1 공유재산 대부료 인하

질  의

❍ 00시 땅을 부받아 사용 인데, 부료가 무 비싸므로 실에 맞게 인하

하는 것이 필요

  

회 신 회계공기업과-7241(2009. 12. 18.)

❍ 공유재산  일반재산의 사용에 따른 부료는「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

행령」제31조제1항에 의해 시가를 반 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이는 그동안 부료가 민간의 임 료와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부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감소하고, 그 감소분이 특정 개인 등의 이

익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부료도 시 임

료 수 을 맞추도록 한 것임.

❍ 다만, 무 격한 임 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을 고려하여 동법 제

33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는 년 비 110%이상 증가한 부분에 하여 

70%의 범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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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접 공시지가가 서로 다른 경우 대부료 산정방법

질  의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재 경작용으로 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료  

부과는 황 용도로 부과하고자 하나 시유임야 연  공시지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료 산정방법은?  

  

회 신 회계공기업과-1602(2009. 3. 17.)

❍ 시유임야 연  개별공시지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료 산정방법은 부 상토지와 

동일 용도의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근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되며,

❍ 인근지역에 동일 용도의 토지가 없는 등 개별공시지가 용이 지극히  곤란한 경우에

는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에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평가 액을 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상이한 경우 토지이용계획, 지 법 등을 참

고하여 지목을 일치시켜 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

지를 경작용으로 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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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단체 무상대부 가능 여부

질  의

❍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구성된 00지역의 안마사 회에서 공유재산(토지  

건축물)을 유상으로 부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운 하던  무상임

로의 환요청이 있음

❍ 이와 련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  

활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공유재산 무상으로 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2503(2009. 5. 1.)

❍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 는 장애인복지사업과 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지와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장애 인

복지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 부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는 장애인복지사업과 련한    

시설을 설치하는지의 여부와 무상으로 부해  것인지 여부 등은 귀 시가 

련 규정 등을 종합 으로 검토․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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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계약 연장 가능 여부

질  의

❍ 경작을 목 으로 부계약을 체결하 으나 공유재산인 토지에 무단으로 돈

사를 설치․운 한 부계약자가 부계약 연장을 신청할 경우 조물 축조

지와 련하여 돈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한 후, 당  목 의 경작으로 

연장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9조의 3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기 하여 자진철거  철거비용의 치 등을 조건으

로 축조하는 경우”는 조물 축조가 가능하므로 이행 을 치할 때 부연

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245(2009. 11. 2.)

❍ 사안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계

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

령」제9조 제3호(구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 포함)에 의한 구시설물 축조

는 부기간  자치단체의 사  승인을 얻어 자진철거  철거비용의 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 용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공유재산의 

법한 이용에 따른 계약해지  자진철거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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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상 대부 가능 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 단체에 일반재산을 부함에 있어「공유

재산  물품 리법」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부료 감면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도「새마을조직육성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 부할 수 있

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518(2009. 11. 15.)

❍ 공유재산 부료의 면제는「공유재산  물품 리법」제34조제1항 각 호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리와 처분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에 따라 

부료 감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법

률에 따라 부료를 감면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 공유재산의 무상 부에 하여 임의규정으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시에서는 무상 부를 할 경우 향후 지속 으로 무

상 부를 할 수 있다는 , 이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 래, 타 단체와의 형평

성 등을 종합 으로 단․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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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부료’의 의미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1조제7항*하단에서 규정한 “그 부

료를 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에서 ”그 부료“의 의미는?

   * ⑦ 농작물의 경작을 목 으로 농경지를 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부료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 면 당 농업총수입의 

5분의 1을 과할 경우에는 그 부료를 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회 신 회계공기업과-4189(2010. 7. 21)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1조제7항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부료가 농업총수입의 5분의 1을 과할 경우에는 농업총수입의 5분의 1을 

부료의 최고한도로 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부료’는 농업총수입의 5분의 

1을 의미하는 것임. 

   * 행령 개정('10. 8.)으로 ‘농업총수입의 10분의 1을 과한 경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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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가 직접 공용 ․ 공공용으로 사용 시 대부료 감면 여부

질  의

❍ 00교육청 공유재산(폐교)을「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9조 내지 제34조

에 의거 국가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부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4158(2010. 7. 20)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9조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1호와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가 공유재산을 직  사용하려는 

경우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재산을 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부료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을 고려할 때,

❍ 기존 부의 기간 만료를 제로 귀 기 에는 사안의 재산 소유자인 자치단

체에 수의계약에 의한 부와 부료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반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요청을 수락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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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재산인 상가의 용도폐지 시 대부계약

질  의

❍ 00해수욕장 내에 있는 행정재산인 상가를 용도 폐지할 경우「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29조제7항의 용 가능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7650(2010. 11. 30.)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29조제7항에 따른 부는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

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 으로 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

로 사안의 상가는 제29조제7항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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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  각

1 기업유치 시 수의매각 가능 여부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합한 경

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동 내용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지 아니면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매각할 경우 법률  하자가 없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519(2009. 11. 15.)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매각 여부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동 법령의 기 에 합한지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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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매각 가능 여부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부칙(제19227호, 2005.12.30) 제4조(잡종

재산 매각에 한 특례) “이  시행 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 으로 부받

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련하여 

2004. 7. 27일부터 부계약 체결하여 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답으로 

활용 인 자에게 수의매각 가능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7072(2009. 12. 10.)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부칙(제19227호, 2005.12.30) 제4조(잡종

재산 매각에 한 특례) “이  시행 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 으로 부받

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

우는 이  시행일인 2006. 1. 1일 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가 아

니므로 수의매각 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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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각대금 납부방법 변경 가능 여부

질  의

❍ 00도에서 도유재산을 A기업과 일시납부로 ‘09. 5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

으나, A기업의 사정으로 매각 의 잔 을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것을 요청한 것과 련하여

❍ 도에서 A기업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민법 등 계법령을 반하 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그 근거, 도에서 A기업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A기업이 도에 하여 민사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430(2009. 11. 10.)

❍ 분할납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민법 등 다른 법령을 반한 것인지 여

부는 법률 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지며, 

본 사안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각 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자유의 원칙, 자치단체가 기존의 계약체

결 내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 볼 때 분할

납부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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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매각 가능 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공사가「도시개발법」제3조  제17조,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

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841(2009. 2. 12.)

❍ 「도시개발법」과「외국인투자 진법」에 의거 조성된 토지를 외국인투자

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도로「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다

른 법률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

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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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가격 결정방법

질  의

❍ 「지역균형개발  지방 소기업지원에 한 법률」에 따른 탄 지역 개발

진지구 개발사업 지구내에 교육청 소  재산인 구)00 등학교 부지와 건

물을 000콤 스타운 조성사업 시행자인 0000에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처

분가격 결정방법은? 

회 신 회계공기업과-3050(2009. 6. 3.)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리와 처분에 하여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처분시 가격결정은 동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안의 경우「지역균형개발  지방 소기업지원에 한 법률」제19조제

4항에 따른「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27조제6항에 근거하여「공

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

액을 당해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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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의매각(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여부

질  의

❍ 「국제 기세포 메디클러스터」를 연구시설로 보아「공유재산  물품 리

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8호에 의거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1543(2009. 3. 12.)

❍ 「국제 기세포 메디클러스터」내 유치계획인 각종 연구시설(국제 기세포 

치료병원  임상연구센터, 통합연구센터, 산학연구센터  문인력 양성센

터 등)이 통계청의「한국표 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일정규

모 이상의 지역주민을 고용(30명 이상)하거나 당해 지역내에서 원자재를 조

달(30% 이상)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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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이관에 따른 수의매각 가능 여부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취 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 하여 이 하는 경우 이

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  받는 자에게 매각하고 자 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00군에서 00 학교에 탁한 도 학교를 00 학교

가 직  운 하도록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1483(2009. 3. 10.)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의 입법취지는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사무)가 법령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

하여 이 되는 경우 이와 련된 재산을 이  받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

각 가능토록 한 것이며, 한, 본건 련 도 학교는 00군이 평소 수행하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00군이 취 하던 사무를 이 하는 것으

로 보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00 학교의 도 학교 설립에 따른 군유지의 수의매

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지 않다면,「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에 

의하여 수의매각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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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업유치를 위한 수의매각 가능 여부

질  의

❍ 00시 소유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

행령」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2053(2009. 4. 9.)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 요인(상시 종업원 30인 이상 채용)이나 원자재 조

달요건(당해 지역내 30% 이상 조달)등을 충족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그 

업체의 경 상태, 사업성,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종합 으

로 고려하여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 바, 세부 인 사항은 공유재산 소유

권자인 자치단체 재산 리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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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매각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수의매각 가능 여부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0호와 련하여 과거 매

각 입찰에서 4회 유찰 후 2007년도 낙찰된 재산이나 매매계약의 해제로 2010

년에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을 진행하 으나 유찰된 상태이며,

❍ 매각 상 재산의 상태를 고려할 때 다시 입찰을 진행하여도 매각여부가 불

분명한 경우 이를 2회 유찰로 보아 2010년도 재감정평가 액으로「공유재

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651(2010. 10. 21.)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0호에서는 재공고 입찰

에 부쳤으나 입찰자 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는 기존에 낙찰된 이

후 1회의 입찰밖에 진행하지 않아 수의계약 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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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인회에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행정재산으로 리 인 자치단체 소유 건물( 통시장)의 용도폐지  매각 

등을 추진하는 것과 련하여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8조제23항에 의거 지자체의 조례로 

시장의 입주상인들의 친목단체인 상인회에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1085(2010. 2. 23.)

❍ 수의매각은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부여, 연고권 주장 방지를 해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사

안은 귀 구에서 련법령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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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파트형공장 건립 부지내 시유지 매각가능 여부

질  의

❍ 민간투자 방식으로 아 트형공장을 유치하는 것과 련하여

❍ 아 트형 공장 유치 부지내 소재한 시유지(공장용지)를「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아 트형공장 건립 사업자에게 수

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3463(2010. 6. 23.)

❍ 아 트형공장이란「산업집 활성화  공장 설립에 한 법률 시행령」제4

조의5에서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공

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 개념상 아 트형공장은 건축이 완료된 후 분양이나 임 를 통해 공장을 유

치하는 것이지 제조업체인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직  유치하는 경우라고 보

기는 곤란하므로 사안의 경우는「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제28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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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연장 가능 여부

질  의

❍ 토지 매매 의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7648(2010. 11. 30.)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은 일반재산의 매각 을 

10년 이내의 기간을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납부 

기간의 연장에 하여는 특별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납부기간의 연

장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공유재산  물품 리법」제38조제3항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매수

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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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  환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산의 교환 가능 여부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39조* 단서규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의 교환 가능 여부 

   *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는 시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이 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회 신 회계공기업과-7507(2010. 11. 23.)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39조 단서조항에 따라,「공익사업을 한 토

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이 용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교환이 곤란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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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  여

1 의용소방대에 양여 가능 여부

질  의

❍ 불용처리한 소방차량을 화재 방 등을 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보아 00도 의용소방 연합회, 시․군의 의용소방 연합회, 시․읍․면 의용

소방 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243(2009. 11. 2.)

❍ 의용소방 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 리법인으로서 소방본부장 

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단체일 뿐 직  소

방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 특히, 공익사업인 수도․ 기․가스․공 생․의료사업 등 공 의 일상생

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보기 곤란하다 할 것임.

❍ 따라서, 화재발생시 출동하여 진압을 하는 소방차량을 소방업무보조  

사활동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용소방 에 양여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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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상양여가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지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40조제1항제3호에는 “용도폐지될 행정재산의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한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

는 바,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양여가 재량행 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5326(2010. 9. 2.)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40조제1항제3호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에게 일반재

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

률」제65조제1항이 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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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재산에 대한 국가양여 가능 여부

질  의

❍ 00도 00군에서 국유지에 건물을 복원한 후 소유 인 “△△△의 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3년 구「지방재정법」제85조②에 의거, 국가에 양여를 조건으로 복원공사에 

합의하 으나, 2006년「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양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00부와 마찰을 빚고 있음.

회 신 회계공기업과-7403(2010. 11. 19.)

❍ 지방자치단체가 구「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에 양여를 합의하여 건축물

을 신축․소유한 이후에,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련 법령이 변경되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법령  합의에 의거 

국가에 양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 양여에 하여 지방재정 여건 등 제반사항

을 고려하여 신 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단됨.



1. 연체료의 징수

2. 변상금의 징수

3.「지방재정법」등의 준용

4. 기타

Ⅳ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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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체료의 징수

1 연체료 감액 가능 여부

질  의

❍ 시유재산 매매계약 후 매각 을 미납한 체납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

과 련하여

❍ 최  고지서는 수령하고 미납하여 독 장을 발부하 으나 체납자가 주소지 

이 으로 수령을 못한 경우 연체료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133(2010. 10. 1.)

❍ 공유재산의 매매는 자치단체와 매수자가 등한 계에서 맺은 사(私)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각에 따른 자치단체와 매수자의 권리․의무는 계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따라서, 매수자가 매각 의 납부이행을 지연하 다면「공유재산  물품

리법」제80조에 따라 연체료 부과 상이라 할 것이며, 본 사안과 련하

여 최  고지서를 수령한 후 미납을 하 고 이후 독 장을 수령하지 못하

다 하여 연체료를 감면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임.



86 공유재산 질의회신 사례집

2 연체료 성립 시점

질  의

❍ 연체료는 독 고지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 발생 시 부터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133(2010. 10. 1.)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80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매각  등을 납부기

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매각 의 납부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 음

에도 납부의무자가 이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체료가 성립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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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상금의 징수

1 상속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무단 유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변상 을    

부과하 으나, 동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변상

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540(2009. 11. 17.)

❍ 민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 포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 권리․의무(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를 포 으로 승계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하여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 다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변

상  채무는 상속인에게 포  승계 될 것으로 사료됨.(단, 단순 승인 여부 확

인 필요)

❍ 따라서, 단순 승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변상  체납액이 상속인에게 포  승계된다면, 본 사안의 공유재산을 무단

유한 건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변상 은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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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부료 산정기준

질  의

❍ 잡종재산을 경쟁입찰로 부계약을 체결하 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부계

약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무단 유를 하고 있으며, 변상 을 징수

함에 있어「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

상  산정 기 이 되는 부료 산정 방법은?

회 신 회계공기업과-2173(2009. 4. 15.)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81조에서 변상 은 부료 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에서는 “그 재산을 무단 유 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14조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는 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제1항에 근거하여  

부료 산출방법을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부료는 시가를 반 하여 당해 재산가액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의 부료는 무단 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시 부터 매    

회계연도별로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액의 20%에 상당

하는 변상 을 가산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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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상금 부과 시 대부요율 적용방법

질  의

❍ 폐교인 00분교를「폐교재산의 활용 진을 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문

화 술사업 용도로 개인에게 부료 특례를 용하여 유상 부를   실시하

으나 재 부가 만료된 이후부터 재까지 사업장 이 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단 유에 따른 변상  부과를 통보함.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부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의 변상 을 부과함에 있어「폐교재산의 활용 진을 한 특별법」  

의 부특례자임을 감안하여 이 의 부계약 시 용하 던 부요율    

(1,000분의 10)의 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2176(2009. 4. 15.)

❍ 「폐교재산의 활용 진을 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  

복지시설․소득증 시설 등 건 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제정된 법이므로, 동법에는 공유재산인 폐교의 부   

 등에 한 특례를 두어 동 재산의 활용을 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폐교재산을 동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무단 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하여 동 법 규정을 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인 바, 본 사안의  

무단 유자에 한 변상  부과는「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  

81조에 의거 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액을 부과해야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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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법인이 공유지분의 공유재산 무단사용시의 변상금

질  의

❍ 학교법인과 00시의 공유지분으로 된 학교부지 일부를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공용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학교법인이 00시의 공유지분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변상  부과가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2190(2009. 4. 16.)

❍ 학교부지내 일부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귀 시에서 련 법령, 동 재산의 용도  이용실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민법」제26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부를 지분의 비

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자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 다면 민법상의 부당이

득 반환은 별론으로 하고

❍ 무단 유 내지 사용․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변상  부과처분

은 곤란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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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 시 변상금 부과 

질  의

❍ 공부상 지목이 “ ”인 공유재산을 무단 유자가 사실상 주택  잠사, 비닐

하우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계약시 사실상 이용 황인 “

지”를 기 으로 하는지 아니면 지 공부상 지목인 “ ”으로 임 하고 이용

목  반으로 계약 해지 차를 거쳐 변상 을 부과하고 원상회복 명령 후 

미 이행시 사법기 에 고발하여야 하는지 

회 신 회계공기업과-6522(2009. 11. 15.)

❍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공유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법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상태를 고려하여 부료를 산정

하고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변상 의 부과는「공유재산  물품 리법」제81조에 따라 부를 받지 아

니하고 ․사용(계약만료 후 다시 부를 받지 않고 계속 유하고 있는 

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과가 가능할 것이며, 한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에 하여는 원상회복 등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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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 ․ 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0조에 따르면 허가기간이 끝나면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을 반환을 해야 하나 기간 만료 이후에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 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회 신 회계공기업과-4190(2010. 7. 21.)

❍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기간 만료 이후에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는「공유재산  물품 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 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

며, 동법 제83조에 따라 행정 집행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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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부채납일 이후 무단 점 ․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적법 여부

질  의

❍ 2005년 12월 기부채납한 토지의 도시계획도로가 선형변경 폐지되어 재는 

건축주가 사찰 부속토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기부채납일 이후부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  부과가 법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7768(2010. 12. 7.)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8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

용․수익허가나 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유한 자(사

용․수익허가나 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유한 자를 포함한다.)

에 하여 변상 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기부채납으로 자치단체의 소유가 된 사안의 토지를 특정인이 사용․수익허

가나 부계약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유한 것에 해당한다면 변상 을 부

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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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방재정법」등의 준용

1 체납대부료 결손처분 가능 여부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97조제2항에 따라 부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

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에 따라 징수하는 것과 련하여

❍ 「지방세법」제30조의3(결손처분)의 제4호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규정을 용하

여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3411(2010. 6. 21.)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97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부를 받은 자

가 부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에 따라 

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처분은 지방세법의 내

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 공유재산  물품 리법령에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결손처분’을 용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안의 체납 부

료는 지방재정법령에 의한 채권의 리에 한 내용을 참고하여 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지방세법에 의하면 결손처분된 지방세도 지방세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 인 재산조사 등을 통해 세 을 징수하는 것임을 참고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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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1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질  의

❍ 00시 소유인 공유재산을 지역교육청에서 무상사용 요청한 것과 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제3조의 “교육감”을「공유재산  물품 리

법」제24조제1항제1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법 시행령 제9조제10호, 

제11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6793(2010. 10. 26.)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4조제1항제1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교

육에 한 업무가 포함되고, 동법 시행령 제9조제10호, 제11호의 “다른 지방

자치단체장”을 “교육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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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재산 매입시의 감정평가 관련

질  의

❍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액의 감정평가와 련하여「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매입의 경우에도 감정평가일로

부터 1년 동안만 용되어 재평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3082(2010. 6. 4.)

❍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용할 매입 액 산정기 에 하여

는「공유재산  물품 리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

령 제27조에서는 공유재산을 매각 는 교환할 경우 용할 정가격 산정 

기 에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시에도 동 규정을 유추 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률」제30조제1항에서는 자치

단체가 토지 등을 매입하기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

게 의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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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재산 법령 적용 여부

질  의

❍ 국가에서 양여받은 00도 소유인 하천구역안 도유재산(폐천부지 등)의 경우

「하천법」,「공유재산  물품 리법」  어떤 법을 용하여야 하는 지

회 신 회계공기업과7539(2010. 11. 24.)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조의2에 의거,「공유재산  물품 리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 용할 수 있음으로 「하천

법」등의 용 상인지 여부에 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법제처 공유재산 법령 해석사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시행령

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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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 공유재산 법령 해석사례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도로법」제80조의2(변상금) 관련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81조」 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 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 을 납부할 의무의 범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6. 3. 10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81조」 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 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

산을 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

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8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에 한 부 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

에 하여는 당해 재산에 한 부료 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

는 변상 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80조의2」에서 도로

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용한 자에 하여는 그 용기간에 한 

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액을 변상 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81조」 는 「도로법 제80조

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 (이하 “변상 ”이라 한다)을 부과 받거나 이를 

납부할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

을 납부할 의무의 범 에 하여 변상  부과의 근거법률에서는 명시 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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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세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피상속

인에게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상

은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등을 유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

으로서 원칙 으로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법리를 제로 한 

것이므로, 국세  지방세 납부의무의 상속으로 인한 승계규정을 그 로 용할 

수는 없고 채권채무 계의 상속으로 인한 승계문제로 보아 재산에 한 권리의

무의 승계를 규정한 「민법」의 련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범 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 포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25조」(단

순승인의 효과)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동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

우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 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과하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한 변상 의 부과·징수권을 가진 행정청이 그 부과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하 거나 는 한정승인을 하 거나 모두 상속재산을 과하여 변상

을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징수에 있어서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에 

하여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결 

참조).

❍ 이와 같은 을 종합하여 볼 때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81조」  「도로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 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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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

질  의

❍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인 소방차량을 불용처리할 경우, 화재 방 등을 하여

「문화재보호법」 는「 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리되고 있는 사찰에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6. 9. 8

❍ 「문화재보호법」 는「 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리되고 있는 사찰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방을 하여 불용으로 결정된 재난재해

비용 물품인 소방차량을  사찰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75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그 소 에 속하는 물품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리 환, 

폐기, 양여 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탁하는 업무 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 리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방 용·재난재해 비용 그 밖에 이에 하

는 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 으로 취득한 물품은 양여 상 불용품에 해당된

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은 「문화재보호법」 는 「 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리되고 

있는 사찰이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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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 리단체에 해당되는지가 주된 문제인바, 동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불용품의 양여는 지방재

정의 유출에 해당되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상범 를 엄격히 지켜야 할 뿐

만 아니라 양여를 받은 기  는 단체는  법령취지에 부합되도록 공익사

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의 개념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동 규정에서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증진시키기 

한 사업을 주된 목 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문화재  통사찰 등

을 보호· 리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의 교리 를 주된 목 으로 운

하는 사찰의 경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 리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 는「 통사찰보존법」에 의

하여 리되고 있는 사찰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78조제2항에 의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 리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화재 방을 하여 불용으로 결정된 재난재해 비용 물품인 소

방차량을  사찰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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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질  의

❍ 청소년수련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탁하여 

운 하는 경우의 탁기간과 탁의 갱신에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에서 「공유재산  물품 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탁기간 등에 

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례에 따라 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7. 4. 13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탁하여 운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개별 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물품 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

지를 증진하기 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리에 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 인 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리를 탁(이하 " 리 탁"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설치된 공공시설

을 지방자치단체가 직  리할 것인지 는 탁하여 리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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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설치한 공공시설을 탁

하여 리하기로 하 다면, 청소년수련  등 주민복리시설은 주민의 복

리를 증진시키기 한 공공시설로서 직  행정목 의 달성에 공하는 행

정재산에 속하고, 「공유재산  물품 리법」은 행정재산의 리에 

한 일반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탁 리에 

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유재산  물품 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탁 리기간을 통

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의 

리 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리 탁된 

행정재산등을 운 하지 못한 경우 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

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탁하여 운 하

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탁 리에 하여 개

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물품 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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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4항(사용료) 관련

질  의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의 하나인 「공유재산  물품 리법」상의 행정

재산 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사용료에 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7. 6. 15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물품 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

정재산 등 사용료에 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하여 압류를 

하 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 

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

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물품 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

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

년 사용료를 징수하고(제22조제1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제4항). 

❍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압류  납세담보제공요구에 하여 정하는 것

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의 체납처분에 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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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은 제3장에서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과 

련하여 부동산등의 압류에 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 되기 에 「국세기본법」제3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한 체납액에 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도로 압류하지 않은 과목에 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압

류하지 않은 과목의 체납액에 하여도 체납자가 부 납부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없고, 그 밖에 시효 단의 효력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 같이 압류의 효력에 한 특칙을 인정

한 이유를 보건 , 조세가 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활동의 재

정  기 를 이루고 있으므로 고도의 공익성을 지니고 있고, 특정한 반

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부의 이행가능성이 일반 채권의 경

우보다 희박하므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추가로 확정·고지될 조세채무의 회피수

단으로 압류목 물을 양도하여 그 을 은닉할 가능성이 많고, 조세채권

은 그 성질상 납부의무의 성립부터 납부기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

로 부과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실 여건상 압류된 부동산의 양도 당시 

부과된 세 만을 기 으로 할 때에는 많은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 리법」상의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는 비록 행

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에 한 허가가 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  지

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사용료 자

체가 조세처럼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일반채권에 불과

하고, 조세와 같은 공공성  무 가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은 사

용료외의 다른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 즉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22조제4항에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를 강제징

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법원 200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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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04다44383 결 등 참고), 한편 「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이 조세

채권에 한 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일반 민사상 압류등기의 효력에 

한 특칙이 인정된 것이라면, 단순히 “지방세체납처분의 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일률 으로 압류의 효력을 확 하는 규정까지 용

된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라 할 것이며, 실체법상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

거나 의무를 창출하는 내용들은 그 해당법규에서 이를 명시하거나 다른 

법규를 용하는 경우에도 해당규정을 명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물품 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

입인 행정재산 등 사용료에 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하여 

압류를 하 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

의 압류 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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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질  의

❍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 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

른 시기에 개별 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한 총 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지 등의 매수 상 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시·군·자치구의 연간(年間) 경로당건립계획이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항의 “1건”에 해당되어 공유재산의 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7. 7. 6

❍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 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

른 시기에 개별 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한 총 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지 등의 매수 상 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시·군·자치구의 연간(年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10조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을 편성하기 에 매년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한 계획(이하 “ 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시·군·자치구에서는 1건당 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나, 1건당 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재산을 취득하

는 경우에는 이를 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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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시·군·자치구에서 취득하는 재산의 1건당 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에는 이를 포함한 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 건 질의요지에서 시한 경로당건립계획과 같이 다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다수의 재산 체를 취득하기 한 정가격은 5

억원 이상이나 개별 재산의 취득 정가격은 5억원 미만인 경우)이 리계

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경로당건립계획에 포함된 체의 

재산을 1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재산을 1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여기에서 “1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하여는 「공유재산  물품 리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구체 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 차를 이행하는 경우(제1호), 매

수 는 매각 상 방이 동일인인 경우(제2호),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

께 취득·처분하는 경우(제3호), 당해 재산에 인 하거나 부 시설로 되어 있

어 불가분의 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제4호), 분필 

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 으로 리·운 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제5호)  사회통념상 는 당해 재산의 구체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제6호)입니다.

❍ 규정은 취득 는 처분의 상이 수 개라 하더라도 1건으로 일 하여 취

득 는 처분하는 것이 개개를 1건으로 취득 는 처분하는 것보다 회계처

리에 용이하고 효율 인 재산 리를 도모하며, 당해 재산들 간에 한 

련성이 있어 함께 취득 는 처분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취 하여 공유재산의 리계획에의 포함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 건 경로당건립계획은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

기에 개별 으로 건립하는 것이고 매수 등의 상 방도 동일하지 아니하며, 

사회통념상 함께 취득 는 처분하여야 할 재산상의 한 련성도 인정

되지 아니하는 등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 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 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한 총 정

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지 등의 매수 상 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年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물

품 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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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료 분할납부시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 

질  의

❍ 「주차장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탁함에 있어,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탁 리 수탁 , 즉 입찰가격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에 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14조제

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7. 8. 31.

❍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제3

자에게 리를 탁한 경우, 그 수탁자가 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수탁 이 그 명목에 상 없이 실질 으로는 수탁자가 노외주차장

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노외주차장에 한 사

용료라 할 것이고, 그 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하여 「주차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물품 리법」이 용되어

야 하므로 이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14조제5

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유  

❍ 「주차장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은 해당 노외주차장을 설치

한 자가 리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 역시장, 시장·군수 

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리를 특별시장· 역시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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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수 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리·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물품의 취

득·유지·보존  운용과 처분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상 공유재

산에 해당되므로 「주차장법」에서 그 리  처분에 하여 특별히 규정

하고 있지 않는 한 노외주차장의 리  처분에 한 일반 인 사항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이 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공유재산  물품 리법」이 용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리 탁된 행정재산 등에 사용·

수익허가의 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리 탁을 받은 때에 

해당 재산에 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에 비추어,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리 탁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 인 운

방법에 따라 리 탁인지, 아니면 사용·수익에 한 허가인지 는 리

탁이면서 사용·수익에 한 허가도 한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각각 그 실질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의 규정들이 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에게 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리에 소요된 경비의 차액에 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지 하거나 징수할 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에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탁의 통상 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  물품

리법」상 탁이란 행정재산의 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탁자가 부담

하고 수탁자가 행정재산을 리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탁자에게 귀속하

는 것으로 하되, 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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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행정

재산인 노외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탁하는 경우, 그 

탁이 「공유재산  물품 리법」상 탁인지 아니면 사용·수익허가 내

지 탁임과 동시에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인지 여부는, 와 같이 「공유

재산  물품 리법」상 탁과 사용·수익허가에 한 규정  「주차장

법」의 임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수

탁자간의 구체 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단할 문제이지

만, 어도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가 탁 리 수탁 , 

즉 입찰가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고, 자기 계산으로 주차장을 

사용·수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수탁 을 수입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서 이루어

진 것이고,  수탁 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상 사용료에 해당한

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

을 제3자에게 리를 탁한 경우, 그 수탁자가 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납부하는 수탁 이 그 명목에 상 없이 실질 으로는 수탁자가 노외주

차장의 사용·수익에 따른 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노외주차장에 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 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하여 「주차장법」에

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물품 리법」이 용되

어야 하므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

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15Ⅴ. 부   록

7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질  의

❍ 「00도 00시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

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 에 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 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

지 부지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7. 10. 12.

❍ 00도 00시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 에 한 규칙」 제

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 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

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4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

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

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

르면,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하면서 그 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직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 으로 건설 인 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 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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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의 범 와 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

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

하고, “사용을 목 으로 건설 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 리상 필요하

여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정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5

년 이내에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거나, 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

으로 건설 인 재산으로서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것을 공공용재

산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 에 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 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원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사용되어야 하는 ,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한 시설인  등을 고려하면,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물품 리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5조

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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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질  의

❍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과 련하여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년 독 시마다 시효가 단되는

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7. 11. 9.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 은 시효 단 사유이기

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2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에 의한 사용료에 하여,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부료에 

하여,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매수 에 하여 각각 기

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지방세체납처분의 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정하

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부료, 매각 과 교환차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합니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액(분

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 에 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연

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80조제1항의 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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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 연체기간별

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  안에

서 다시 납부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같은 항 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 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6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는 그 임

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하는 때에는 징수원인  

액에 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서는 의 지 을 목 으로 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민법」  소멸시효의 단  정지에 

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 지

을 목 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용하도록 규정하는 한

편,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법령 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 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  물품 리법」의 사용료 등과 그 연체료의 소멸시효 단에 

한 근거법률을 보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사용료 등과 연체료

에 하여는 각각 지방세체납처분의 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는 압

류, 매각, 청산 등 연체료의 강제징수에 한 차  사항을 지방세체납처분

의 에 따른다는 의미이고, 시효의 단사유  그에 따른 시효 단의 효

과와 같은 실체  사항까지 지방세체납처분의 에 따른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의 소멸시효 단에 하여는 「지

방세법」 제30조의6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인 채권에 한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84조의 취지를 보면, 납입의 고지는 지방자치단체

가 세입을 징수하기 하여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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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등에 따라 행하는 공 인 차를 말하는데, 그 차는 법규에 의한 공

인 차로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명확한 차와 형식이 정하여져 있는바, 

그 형식  정확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는 일반 사인이 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 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

습니다( 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결, 헌법재 소 2004. 3. 25. 

선고 2003헌바22 결정 참조).

❍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채권의 시효에 하여 살펴보면, 소멸시효

는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을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

166조제1항), 「공유재산  물품 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 부, 매각, 교환계약 당시 납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납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사용료 등과 그 연체료에 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 확정  소멸시효 단의 효력을 인

정할 수 있는 납입고지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징수원인  액에 

한 조사·결정을 거쳐 최 로 납부기일을 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정하여진 납부기일을 경과한 후의 구행 는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료, 부료, 매각 , 교환차 의 원 에 하여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원용하여 납부고지  독 을 행한다

면, 이는 성격상 최 의 납부기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재정법」상의 납입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사용료, 부료, 매각 , 교환차 에 한 연체료에 하여는 그 부

과여부가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8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

조제1항에 규정된 최 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연체료 채권에 

한 한, 최 의 납부고지는 「지방재정법」 제84조의 납부고지로서 소멸시효

를 확정 으로 단시키고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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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통하여 사용료 등

과 연체료에 하여 납부고지와 독 을 하는 경우에, 최 의 납부고지로서 

연체료에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납부고지와 독 은 이행을 구하

기 해 반복되는 차일 뿐이라 할 것으로서, 「민법」 제174조와 같은 최

고로서의 효력 외에 확정 인 소멸시효 단효력은 없습니다.

❍ 그러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원 이나 연체료에 하여 매년 독 을 

하더라도 6개월내에 압류 등의 처분을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 단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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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질  의

❍ 00시 00구가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

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

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00시 00구 00동 546-2 소재 지

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지하주차장이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한 계

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인지 여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8. 1. 15.

❍ 00시 00구가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

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00시 00구 00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물품 리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이 아닙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1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한 계획(이하 “ 리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리계획

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 를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는 제2호에서는 1건당 취득

정가격이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이거나 1건당 6

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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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은 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에서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

약으로 매각하기 하여 미리 재산 리 과 의한 재산의 취득은 리계

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의하면, 같은 호

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 리운 권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소

유권이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

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회기

반시설은 같은 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

되는 것입니다.

❍ 한,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주무 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

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

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사업의 추정투자 액, 

사용료·부 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한 사항, 귀속시설 여부 등 민

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의 리  운 에 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

성하고 이를 주무 청에 제출하여 상 상자로 지정받은 후 주무 청과 

총사업비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 약을 체결함

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

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여 공된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취

득하는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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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종합해 보면, 00시 00구가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 제

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

시설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 는 제1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

화된 재산’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리계

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00시 00구가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

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00시 00구 00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리계획에 포함

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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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질  의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이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리계획 수립 상인지, 아니면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해서는 「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법률」 제34조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해당 공유재산

의 취득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3

호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리계획 수립 상이 아닌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8. 5. 15.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물품 리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리계획 수립 

상입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1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  

산을 편성하기 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한 계획(이하 “ 리

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 를 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고, 그 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에서는 1건당 취득 정가격이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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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거나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

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에 하여 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소공원 조성사업을 한 사업부지 매입비용이 1,292백만

원이고, 사업부지 면 이 21,192㎡이므로, 의 련 규정에 따르면 리

계획의 수립 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리계획의 수립 상에서 제외되는 공

유재산의 취득·처분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계획의 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처분(제11호)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

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제12호)인 경우,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기 하여 미리 재산 리 과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제13호)인 경우 등에는 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

제12호 는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 의 달성을 하여 는 공익상 필요

하여 보유하는  이외의 모든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를 말하

며,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

 공유재산의 체계  리를 하여 산을 편성하기 에 매년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한 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

록 한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향이 크고 지

역주민의 이해 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11호 내지 제13호에 따라 이러한 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

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산의 효율  편성을 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하지 않고 집행기 에서도 그 취득·처분에 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

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제16조·제17조·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

비를 확보하기 하여 시·군·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해당 시



126 공유재산 질의회신 사례집

    장·군수 등이 리·운 하되, 특별회계의 산편성·결산  운용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 는 시·도의 보조 , 일반회계로부터의 입 , 

한강수계 리기 (환경부 소속 한강수계 리 원회에 설치된 기 임)으로

부터의 입  등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별표 1·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2·별표 3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비

는 한강수계 리기 에서 액 지원하되, 상수원 리지역(상수원보호구

역, 수변구역, 특별 책구역)별로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하여 

특별지원비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 에서 한강수계

리 원회가 정하는 액을, 일반지원비의 경우 토지면   주민 수에 

따라 리청(이 사안의 경우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별 배분액을 정하도

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리청의 체 주민지원사업비가 국고지원

인 한강수계 리기 에서 액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 국고지원 은 

상수원 리지역·토지면 ·주민수를 고려하여 체 인 주민지원사업비를 

일 으로 배분하는 것이므로, 리청이 내의 개별 인 주민지원사업

을 시행하기 해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개별 인 주민지원사업의 

산을 편성해야 하고, 어떠한 주민지원사업에 얼마의 산을 편성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그 산의 효율  편성과 통제를 하여 지방의

회의 통제가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에 하

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에서 리

계획의 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

행령」 제7조제2항제1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별표 1에 따르면, 한강수계 리 원회가 한

강수계 리기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와 주민지원사업계획 수

립지침을 리청에 통보하고, 리청은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이행계획을 주민의견 수렴 는 지방의회의 

동의 차를 거치고 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며, 수립된 주민지

원사업계획에 하여 한강수계 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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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승인되면 해당 사업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해 제정된 「원주시 상수원 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차 등에 한 조례」 제3조·제4조·제7조·제8조  제9조 등에 따르면, 주

민지원사업의 경우 이장이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여 면

장에게 제출하면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 원회( 원장: 면장)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사업의 우선순 를 정하여 최종사업계

획을 수립한 후 한강수계 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비 지원여부결정을 해당 면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

는바, 의 련 규정을 종합하면, 리청은 할 면장이 제출한 주민지

원사업계획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배정된 주민지원사업비의 

범 에 합당한지 여부, 사업의 우선순 , 별표 1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

의 목   내용에 합한지 여부 등에 하여 검토한 후 이에 합하다

고 단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하여 한강수계 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므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

어 해당 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재량의 남용을 방지하기 하여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한 재

산의 취득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그 밖에 리계획 수립 제외 상 여부에 하여 살펴보면, 「도시공

원  녹지 등에 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되, 공공용 시

설이나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등의 설치행 는 시장 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7

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리할 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 를 하려는 자는 시장 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 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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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 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리할 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법률」  「국

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의 련규정은 리청 외의 자가 개발

행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공공시설의 리청 

귀속에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리청이 직  사업시행자로서 공

공시설인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되지 아니하므로,  규정들

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에 따른 리계획의 수립 제외 상 단

과는 련이 없고,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13호의 규정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공시설의 설치·귀속을 

조건(부담)으로 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

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에 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

 사업시행자로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안의 경

우에는 용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제11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리계획 수립 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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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용료 징수 대상

질  의

❍ 도로 에 설치하는 주와 주사이의 선에 하여 「도로법」에 따른 

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법제처 2006. 7. 11. 회신 06-147 해

석례)에 의하여 해당 선에 한 도로 용료는 부과할 수 없을 것이나,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

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인 도로 에 설치되는 선에 하여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8. 7. 30.

❍ 도로 에 설치하는 주와 주 사이의 선에 하여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 「 기사업법」 제92조에 따르면 기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기사업용 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도로 에 주와 주사이의 선을 설치

하는 것이므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근거 법률로서 「도로법」에 따른 

용허가 상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물품 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상인지, 「도로법」에 따른 용허가를 하더라도 해당 법에 따른 용료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물품 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 우선, 「도로법」의 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

령 제24조제5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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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개축·변경 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 으로 도로를 용하려는 자는 

리청(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하고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리청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으로서 주· 선·공 선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41조제1항에서는 리청으로 하여  도로를 용하는 자로부터 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용료의 구체  산정기 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선·공 선에 하여 별도의 산정기 을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선 등에 하여는 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

습니다. 

❍ 다음으로, 「공유재산  물품 리법」의 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

20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 등은 그 목  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

 안에서 그 사용 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

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 을 사실상 구 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한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해되는 정도에 따른 정한 비율(입체이용 해율)을 곱하여 산정

한 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두 법률의 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포

함되므로  법률에 따라 각각 용허가  사용허가 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선의 설치를 한 공공용 토지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행

에 하여 동일한 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허가에 하여 서로 상이한 사용료( 는 

용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 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서로 경합 계에 있는 두 법률의 규정  도로 의 선 설치에 하여 우

선 으로 용할 법률을 정해야 할 것인바, 「공유재산  물품 리법」은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 등 공유재산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

지·보존  운용과 처분의 정을 기함을 목 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도로법」은 정한 도로 리를 하여 도로의 리·시설기 ·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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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며,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조에 따르

면, 공유재산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운 과 처분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

하도록 하고 있는 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도로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더

라도 「공유재산  물품 리법」은 해당 공유재산에 한 일반법  성

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과 같이 도로의 리에 한 특별

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용에 한 사항은 특별법인 「도로법」만

이 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도로 에 주와 주 사이의 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해당 용허가

에 따라 용료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나, 해당 법령에서는 도로 의 

선에 하여 별도로 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료 납

부의무는 없게 되는 것인바, 비록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31

조제6항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 의 사용에 한 사용료 부과근거가 있

다고 하더라도, 도로 에 설치하는 선에 하여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 허가 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용허가에 따라 

부과하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로 에 설치하는 주와 주사이의 선은 「도로법」에 따른 

용허가 상이 될 뿐이고, 「공유재산  물품 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상이 아니므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

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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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81조제1항·제3항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제28조(「국유재산법」 제51조  「국세징수

법」 제23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한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불

법 유·사용에 한 변상 을 체납하 다는 이유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

류하 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부의무자에 한 변상  부과 사

통지서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 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

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  체납

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8. 9. 1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한 변상  부과 사 통지서  부과처

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 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

지 못하 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

이 있었던 것을 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 다면 해당 압류

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

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81조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부 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

유재산을 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하여는 해당 재산에 한 

부료 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 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변상 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에 의

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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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세무공무원은 납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 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독 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

방자치단체의 징수 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

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 차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에 따라 변상  부과를 한 사 통지서  부과처분서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우

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후 해당 납

부의무자가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독 차를 거친 후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

류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  부과 사 통지서  부과처분서를 보통우

편으로 발송하 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 다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 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가 문제됩니다. 

❍ 우선, 변상  부과처분의 효력에 하여 살펴보면, 「행정 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교부 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

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업소·사무소 는 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

고 있고, 「행정 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

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제4호에 따른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처분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처분서가 도달하 다고 추정할 수

는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

여야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  부과 사 통

지서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 는데 해당 납부의무자가 처분

서를 받지 못하 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도달사실을 입

증하지 못한다면 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변상 의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변상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제로 

하여 체납처분 차로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 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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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

질  의

❍ 진료업무의 수행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리 등을 포 하는 내용의 서울

특별시립병원 리운 을 민간에 탁하는 경우, 그 탁기간  탁기간 

연장에 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

27조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따라야 하는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8. 12. 30.

❍ 진료업무의 수행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리 등을 포 하는 내용의 서

울특별시립병원 운 을 민간에게 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물품 리

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리 탁에 해당하며, 그 탁기간  탁기간 연

장에 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

니다.  

이 유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르면 보건진료기 의 설치·운 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조사·검사·검정· 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  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는 그 기 이나 개인에게 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리에 하여 다른 법

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공유

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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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면서 다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  사무용·사업용 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

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 으로 건설 인 재산),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

가 직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 으

로 건설 인 재산)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 하는 기업용 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 으로 건설 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말

함. 이하 같음)의 효율 인 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해당 재산의 리

를 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을 리 탁함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리를 하여 특별한 기

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리하기에 합한 자에게 리 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의 리 탁 기간은 5년 이내

로 하되,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리 탁된 행정재산등을 운 하지 

못한 경우 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

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립병원의 운 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의 보건

진료기 의 운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서

울특별시립병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한 보건진료라는 행정목  달성에 

직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물품 리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진료업

무의 수행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리 등을 포 하는 내용의 서울특

별시립병원 리운 을 민간에 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민간 탁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리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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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재산은 그 자체가 공용 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산을 의미하므로 행정재산을 리·운 하는 행 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

데, 행정재산의 리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탁 규정만이 용되고 

「공유재산  물품 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리 탁 규정의 용 상

에서는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물품의 취득·유

지·보존  운용과 처분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같은 법은 행

정재산의 리에 한 일반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행정재산

의 리 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리 탁의 기간  그 연장에 

해서도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같은 법  같은 법 시행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례로  법령의 내용과 달리 탁기

간  그 연장에 한 사항을 정하여 운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행정재산등의 리

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탁기간의 연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리

탁된 행정재산등을 운 하지 못한 경우 등에 있어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재산 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5년 마다 새로 평가하여 가장 합한 자에게 

리 탁을 하려고 한 것으로, 행정재산  병원시설에 하여 그 리·운

에 한 사항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며, 병원의 운 이

라고 하여 탁기간에 한  규정의 용 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

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서울특별시립병원의 경우에도 병원시설

의 리·운 을 민간에 탁하는 경우 탁기간  기간의 연장에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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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진료업무의 수행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리 등을 포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의 운 을 민간에게 탁하는 경우는 「공유재

산  물품 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리 탁에도 해당하며, 그 탁

기간  탁기간 연장에 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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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 등 관련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물품 리법」제정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

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국가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하 으나 기부채납을 이

행할 시 에 공유재산  물품 리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의 

국가로의 양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

부채납계약에 따라 해당 신축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10. 8. 31.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정 에 국유재산을 철거하

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국가와 기

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부채납을 이행할 시 에 공유재산  물품 리

법 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의 국가로의 양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부채납계약에 따라 해당 신축 건

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 하

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

문에서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구시

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서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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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종 에 공유재산에 하여 규율하고 있던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부개정되기 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

라 함)에서는 행정재산 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

으로 국가 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

었던 반면, 「공유재산  물품 리법」(법률 제7655호, 2006. 1. 1. 시행, 

이하 ‘제정 「공유재산  물품 리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공유재

산  물품 리법 시행령」(2005. 12. 30. 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

고 2006. 1. 1. 시행된 것) 제11조에서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

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 됨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소유권이 변동

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 고, 행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도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1. 다른 법

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

(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리청 는 「국

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2008. 4. 

18. 일부개정 시 추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공유재산  물품 리법령 제정 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

유재산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당

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그 성질을 유지

하면서 국가에 기부채납, 즉 “양여”하는 것에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가 없

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에 따라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의 소유

권을 국가에 이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 고, 국가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 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 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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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을 공(2005. 2.)하여 지방자치

단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2006. 6.)한 후 기부채납을 이행할 시

에 제정 「공유재산  물품 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상의 양여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이 법 제정 에 유효하게 성립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의 기부채납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와 련하여, 구 「지방재정법」

이 용되던 계약 체결 당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부채납계약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성립된 권리·의무 계가, 신법이 제정되고 그 신법

에 따른 시행령에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신법 제정 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소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이미 성립된 권리·의무 계

를 소멸시키는 것은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 등의 침해로서 원칙상 타당

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법령을 제정·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에 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의 미비에 불과할 뿐 그

다고 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소 입법을 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만일, 기존의 기부채납계약이 이행 당시의 공유재산  물품 리법령에 

배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건물을 철거하

여 국유지상에 신축한 건물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국유지 에 축조

된 구시설물로서 기부를 조건으로 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반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래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해 볼 때 법령의 제정·개정 당시 부

칙에 명문의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경과조치의 용에 하여 합리 이고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공유재산  물품 리법령이 제정·개정되기 에 체

결된 기부채납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정 에 국유재산

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국가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부채납을 이행할 시 에 공유재산 

 물품 리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의 국가로의 양여를 제한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부채납계약에 따라 

해당 신축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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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

질  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  공용 

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한 부계약을 해

지한 경우로서 그 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

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

여야 하는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10. 11. 1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  공용 

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한 부계약을 해

지한 경우로서 그 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하여 해당 일반

재산을 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반되지 않는 범 에서 합리 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

액 등의 부담에 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  공용 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하여 필요

하게 된 경우 그 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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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한 계약의 해지 는 해제가 그 상 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 을 때

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계약의 해제 는 해

지 당시를 기 으로 하여 남은 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 이

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 여기서, 부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요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  공

용 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부계약의 해제 는 해지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된 사람과의 계에서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여 해제 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책임을 규정한 것은, 해당 일반재산에 해 부계약

을 체결한 자가 아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재산을 직  공용 

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그 부계약을 해제 는 해지하고, 그 해제 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하여는 그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

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유재산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공유재산  일

반재산의 교환은 교환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합의에 따라 해

당 일반재산을 상호 이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공유

재산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용 는 공공용으로 사용

하기 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일반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령에 반되지 

않는 범 에서 당사자 간에 조건을 정하여 교환하는 것을 지하고 있지 아

니하므로, 일반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에 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액을 기 으로 책정된 

가격 외에 교환을 하여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하여 당사자 간

에 합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

 공용 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한 

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부받

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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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

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반되지 않는 범 에서 합리 으로 그 교환의 조

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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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

권 인구집 유발시설인 공장을 이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

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감정평가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 에 한 행정 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9. 10. 5.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

권 인구집 유발시설인 공장을 이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

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 에 

한 행정 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 「공유재산  물품 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 유발시설(「산업집 활성화  공

장설립에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 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하 “인구유발시설”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 하기 

하여 해당시설을 이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공유재산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

로 결정하여 공개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액 이상으로 하되, 그러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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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용하나 행정안 부장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 은 액 납부가 원칙이나 일

정한 경우 분납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 은 매각 이 완 히 납부된 

후에 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매각 시 가격결정방법, 매각  납부방법 

 소유권 이 시기 등에 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

는 경우의 감정평가 시  는 매매계약 체결 시 에 해서는 명시 으

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

10호에 따라 인구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유

재산을 매각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시가 평가  매매계약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 에 한 일정한 행정 차를 이행한 후에 해야 하

는 등 감정평가  매매계약 체결 시 에 한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

제됩니다. 

❍ 먼  감정평가 시 에 하여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제1항은 일반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

평가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시가를 산정하는 시 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감정평가

액을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감정평가액의 유효기

간을 정한 것으로서, 매매가격 결정 당시 유효한 감정평가액즉, 가격 결정 

당시를 기 으로 하여 1년 안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매매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를 반드시 소유권 이  시 에서 유효한 감정평가

액을 기 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 그 다면,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한 감정평가의 시 은 공유재산의 운용과 

처분의 정을 도모하는 공유재산법의 목 (제1조), 련 법령을 수하고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제3조)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 인 사정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매각범 의 합리  확정, 그 가치의 객 인 평가, 매각목 의 달성 가능

성, 매각으로 인한 경제  효과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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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가치와 매각 효과를 최 한 높일 수 있는 시 으로 정해야 할 것

이고, 이러한 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을 그에 해당 인구유발시설 이

에 한 행정 차를 마친 후에만 해야 한다는 법령상의 시기 제한이 있

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다음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시 에 해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29조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는 인구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 하는 자

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인구유발

시설을 지방으로 이 하는 자의 범 를 해당 인구유발시설 설립에 한 승

인을 받는 등 일정한 행정 차를 이행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그 

계약체결 시 에 하여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 따라서, 그 매매계약 체결 시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유재산의 매

각에 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그 

실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어 그 매각에 따라 인구유발시설이 이 될지 

여부와 이  규모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

체 인 사정에 따라 합리 으로 단하여 해당 공유재산 매각범 의 확정

과 그 매각가격의 객 인 산정, 매각목 의 달성 가능성, 매각으로 인한 

경제  효과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유재산 매각의 목 을 최

한 실 시킬 수 있는 시 에서 해야 할 것이고, 해당 인구유발시설 설립에 

한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행정 차를 이행한 자와의 사이에서만 매매계

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 그 다면,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 유발시설인 공장을 이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

유발시설 이 에 한 행정 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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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일반재

산을 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

의 부료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

라 무상으로 부할 수 있는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9. 6. 22.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일반재

산을 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

의 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

라 무상으로 부할 수 있습니다. 

이유  

❍ 「공유재산  물품 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는 공유재산 

 물품의 취득·유지·보존·운용(이하 “ 리”라 한다)  처분에 하여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

록 하고(제2조), 공유재산  행정재산의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매각·교환·양여·신탁 는 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 으로 하지 못하도

록 하되(제19조), 공유재산  일반재산은 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8조제1항), 공유재산  일반재산의 

부계약을 체결하 을 때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제32조), 다만 그 부료의 감면에 하여는 

국가 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는 비

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일 정한 감면사유를 명시하고 있

습니다(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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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같은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

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련한 시

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

나 임  는 무상으로 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1항). 

❍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목 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8조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임  는 부하

는 경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하여 장애인복지시

설의 설치자나 장애인복지단체에게 특별히 그 공유재산을 “우선” 으로 매

각·임  는 “무상”으로 부할 수 있게 하기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부가 불가능

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부할 수 있

도록 하는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으나(법제처 2008. 4. 22. 회신 08-0037 

해석례), 이와 달리 공유재산법에 따라 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인 일반재산

에 하여 장애인복지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

정으로서 공유재산법 제32조  제34조에 규정된 일반재산의 부료의 징

수  감면에 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

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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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비구역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라 2008. 9. 22. 조례 제2264호로 개정되기 의 「성남시 공유재

산 리 조례」(이하 “구 「성남시 공유재산 리 조례」”라 함) 제39조에서

는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

재산을 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8. 10. 24.

❍ 구 「성남시 공유재산 리 조례」제39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

인 잡종재산을 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9조에서는 잡종재산을 부 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이도록 하고 있

고,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와 같은 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

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규정

하면서, 제23호에서 “재산의 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

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  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범 를 정한 때”를 규정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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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물품의 취득

ㆍ유지ㆍ보존  운용과 처분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공

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부 개정되

기 의 「지방재정법」(이하 “종 의 「지방재정법」”이라 함) 제77조를 

말함]에 의한 공유재산 리계획과 「지방재정법」 제61조(종 의 「지방재

정법」 제61조를 말함)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는 

유자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는 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 의 「지방재정법」 제61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는 그 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  기타의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

·성질·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다양한 공유재산  물품의 행정수요에 응하고, 공유재산  물품

의 건 하고 효율 인 리를 하여 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공유재산  물품 리법」(이하 “구 「공유재산  물품 리법」”이라 

함) 제29조에서 종 의 「지방재정법」에서 계약의 방법을 규정한 제61조

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종 의 「지방재정법」이 2005. 8. 4. 법률 제

7663호로 부개정되면서 제61조(계약의 방법)는 삭제되었습니다. 

❍ 그런데 구 「공유재산  물품 리법」 부칙 제5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  물품의 리  처분에 하여 종 의 「지방재

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

는 이 법 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종 의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는 「공유재산  물품 리

법」 제29조(계약의 방법)로 체된 것이어서 종 의 「지방재정법」 제61

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9조를 인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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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의 “「지

방재정법」 제61조에 의한 계약의 방법”은 “「공유재산  물품 리

법」 제29조에 의한 계약의 방법”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은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9조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

업시행자 는 유자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

로 매각 는 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규정이며, 이는 공유재산인 잡

종재산의 부 는 매각 시에 일반 으로 용되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

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 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

축물을 효율 으로 개량하기 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

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

정한 구 「성남시 공유재산 리 조례」 제3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

각할 수 있습니다.



152 공유재산 질의회신 사례집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
  (공유재산의 임대)

질  의

❍ 「신에 지  재생에 지 기술개발·이용·보 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  이용·보 에 한 사

업을 하는 자에게 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물품 리법」의 규정에 불

구하고 구시설물의 설치  장기 임 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2006. 5. 26.

❍ 「신에 지  재생에 지 기술개발·이용·보 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  이용·보 에 한 사

업을 하는 자에게 임 하는 경우 구시설물의 설치  장기 임 는 「공유

재산  물품 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

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시설물

을 설치할 수 없고,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1조  제31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장기 임 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물품 리법」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부계약의 

방법에 하여는 제20조제2항  제29조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구시설물 축조에 하여는 제13조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

가기간  부기간에 하여는 제21조  제31조에서 각각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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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 지  재생에 지 기술개발·이용·보 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  이용·보 에 한 사업을 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의 규정에 불

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  이용·보

에 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공

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부계약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0조제2항  제29조에 한 특례를 두어 공

유재산의 임 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그 밖

에 공유재산에의 구시설물 설치  임 기간에 하여까지 「공유재산  

물품 리법」에 한 특례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운

용 등 리와 처분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리에 

하여 「신에 지  재생에 지 기술개발·이용·보 진법」에서 따로 특별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

을 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 다면, 「신에 지  재생에 지 기술개발·이용·보 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  이용·보 에 

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 하는 경우 구시설물의 설치  장기 임 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1조  제31조

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장기 임 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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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 8. 5] [법률 제10006호, 2010. 2. 

4,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타법개정

타법개정

타법개정

제    정

2010. 6. 8

2010. 2. 4

2008.12.26

2008. 2.29

2007. 8. 3

2007. 5.11

2005. 8. 4

제10345호

제10006호

제9174호

제8852호

제8635호

제8423호

제766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

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

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

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

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

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

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시행 2010. 8. 5] [대통령령 제22319호, 2010. 

8. 4, 일부개정]

타법개정
일부개정
타법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제    정

2010. 9.20

2010. 8. 4
2010. 6.28

2009. 4.24

2008.12.31
2008. 4.18

2006.12.30

2005.12.30

제22395호
제22319호
제22221호
제21447호
제21205호
제20772호
제19816호
제192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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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

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

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

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

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

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

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

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

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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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

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

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

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

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

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

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

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

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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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

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

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

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

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

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

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

유재산을 말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사용하기로 결

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

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

로 건설 중인 재산"이란 건설을 위하여 지

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

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단서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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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

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

들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

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

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

의 포괄승계인이 무상(無償)으로 사용·수

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

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

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

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

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

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

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

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

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

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

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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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다.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

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

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

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

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

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등기ㆍ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

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

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

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

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

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

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

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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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

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

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

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

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

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

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

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

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

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

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

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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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

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

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

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

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

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

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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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

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

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

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

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

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

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

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

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

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

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

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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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

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

는 경우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

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

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

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

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

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

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

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

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

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

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

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

조하는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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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

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

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① 재산

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

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

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

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

자기업이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ㆍ제19호 또는 제23

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

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

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

을 승낙 받아 축조하는 경우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

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

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

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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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

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

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

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

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

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ㆍ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

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1.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

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

의 4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

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

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

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

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

로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

의 20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

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이 조에서 "수입액"이라 한다)의 100

분의 20

    나.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

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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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행정재산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

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

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

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

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

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

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

    다.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

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

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

의 100분의 50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②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

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

ㆍ매각대금ㆍ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

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11조(처분 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

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

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

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

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

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

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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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

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

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

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

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

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

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

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

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

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

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

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

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

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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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

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

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

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

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

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

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

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

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

환할 수 있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

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

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

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

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

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

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

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

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

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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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

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

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

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

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

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

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

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

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

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

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

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

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

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

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

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

은 경우

  8.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

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

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

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

가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

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

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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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

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

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

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

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

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

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

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

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

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

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

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

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

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

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

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

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

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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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

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

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

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

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15조(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

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입찰부

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

가격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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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

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

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

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

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

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

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

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

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

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기

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

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

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

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

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

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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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

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

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

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

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

는 경우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

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

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

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

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

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

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

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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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

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

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

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

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

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

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

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

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

라 한다)할 수 있다.

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

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

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

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감정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

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

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한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

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

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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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

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

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

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

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

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

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

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

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

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위탁 행정

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

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

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

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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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

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

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

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수

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

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3조(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

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

에 지상권(地上勸)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

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

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

는 경우

제24조(현물출자 및 증권의 평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

법」 제62조에 따른 출자가액 결정방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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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

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

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

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제25조(대물변제)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代物辨濟)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

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용

지대(用地貸)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

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

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

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ㆍ공원 등 공

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

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이전

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기업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

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를 할 때 해당 재

산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

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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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

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

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

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

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다.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입찰의 방법으

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

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에 따른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정한다.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

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

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

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

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

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

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

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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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連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

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

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

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

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

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

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

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

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

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

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

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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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

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2(지적재산권의 사용ㆍ대부ㆍ매각에 

대한 특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

적재산권의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

각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

한다.

제28조(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 ① 

공유재산을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

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

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

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매

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

지 않은 상태의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 변

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드는 인건

비ㆍ시설비ㆍ공과금 및 그 밖에 해당 재

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

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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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부

한다.

  ④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공유재산

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매각 대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

용한다.

제2절 대부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 이

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

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

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

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

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

는 경우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

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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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

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

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

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

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

은 경우

  12.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

도,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

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

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

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

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

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

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

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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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

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

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

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

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

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

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

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

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

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

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

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

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

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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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

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

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

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

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

가하여 붙일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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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

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⑤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

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⑥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

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⑦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

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

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

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

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50년까

지 대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

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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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

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

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

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

산·연구시설의 대부는 1회로 한정하여 대

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

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

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

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

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

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야 한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

수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

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

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

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

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

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생산ㆍ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

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

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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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

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

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

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

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

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

할 때에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 

결정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하되, 건물

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

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

에는 첫째 연도의 가격 결정을 한 후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

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

(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

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

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

을 포함할 수 있다.

  2. 토지 외의 재산이나 집합건물의 구분소

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가격을 산출

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및 형태 변동, 

특수한 부대설비, 증축ㆍ개축, 주변 부

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 변동으로 재

산의 가격이 현저히 증감한 경우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으로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부터는 나목의 방법으

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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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

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

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감정평

가 또는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에 따라 산

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

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건

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

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

후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

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

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 가

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 가액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

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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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

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

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

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

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

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

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

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

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

부료가 최근 공시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

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

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에는 그 대부료를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

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

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

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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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

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

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해당 연

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

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

유로 이 법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을 준용한다.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

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

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6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

부터 60일 이내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

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

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3조(대부료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위한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

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

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

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

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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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

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

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

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

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

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

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

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

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

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부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

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

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분양

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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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

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

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

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

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

야 한다.

  ④ 삭제 

제3절 매각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

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탁 또는 제43조

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

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36조(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

보상)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일

반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

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

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

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3.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

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

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절 매각 

제37조(지명입찰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

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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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3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에 의

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

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

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

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제37조의2(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36

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

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제2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

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

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

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

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

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

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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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

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

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

각을 비 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

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

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

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

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

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

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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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

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

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

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

무원연금관리공단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

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

교육방송공사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

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

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

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

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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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

서ㆍ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청

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2. 제2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 외의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

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

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

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

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

하는 경우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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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

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

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

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

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

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

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

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

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

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

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

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

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3퍼센트 이

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

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

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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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

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

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

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

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

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

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

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

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

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

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

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

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

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

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

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

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

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

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

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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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

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매각을 위한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

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

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

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

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

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41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

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재

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와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

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00 공유재산 질의회신 사례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절 교환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

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

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

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

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

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

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43조(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재산을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교환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

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

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

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

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

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

는 아니 된다.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

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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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

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

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

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

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

으로 내야 한다.

제5절 양여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

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

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

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

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

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

게 할 수 있다.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

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

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절 양여 

제46조(양여)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해당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일반재산이 재해복구용, 구호사업

용, 재난재해 대비용 재산인 경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

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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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

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

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

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

도에 이를 제공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

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발견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

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에 양여하는 경우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는 제

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

를 완화하여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

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산정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공유산

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협

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

부를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

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

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 가액보

다 많이 들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

거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

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

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

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

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

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1. 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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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신탁 등 

제42조(일반재산의 신탁) ① 일반재산(토지

와 그 정착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

게 신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을 할 때에는 이 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

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

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

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

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2. 임대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

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3. 혼합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

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

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④ 제3항의 신탁의 종류에 따른 신탁기간은 

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격

  3. 양여하는 재산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및 조건(조건이 있는 경

우에 한정한다)

  5. 계약서 및 수령증

제47조 삭제 

제6절 신탁 등 

제48조(일반재산의 신탁) ① 법 제42조에 따

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업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부동산 신

탁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

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일반재산을 신탁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

간 동안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 사

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 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

고, 해당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재 

상태대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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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

년 이내

  2.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 30년 이내

  ⑤ 제4항의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신탁보수 등) 제42조에 따른 신탁으

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

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

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금전

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업자에 지급하는 신

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수

기준에 따른다.

  1. 유사한 민간부동산 신탁 사례를 조사하

여 산정한 보수

  2.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보수

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 배당

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업자의 

보수

  3.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사업

계획에 따라 선정된 신탁업자의 보수

  4.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 결과 산출된 보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신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

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

방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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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

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

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 발생하는 수

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① 법 제43조의

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

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

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위탁의 근거 규

정과 위탁기관을 표시하고 수탁기관의 명의

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상황을 확인ㆍ조

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기간, 위탁관리재산의 대부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

일반재산"으로, "관리위탁기간"은 "위탁관리

기간"으로, "사용ㆍ수익"은 "대부"로 본다.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

속방법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

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

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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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

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

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

치단체에 내는 개발

  ③ 제2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

년 이내

  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

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제43조의4(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43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

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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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

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

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

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

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

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

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

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

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

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

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

구할 수 있다.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

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

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

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

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

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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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회계처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격을 공유재

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하되, 취득에 든 

수수료 및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

여 금액을 산출한다.

  1. 구입한 것: 구입가격

  2. 교환한 것: 교환가격

  3. 수용한 것: 보상금액

  4. 그 밖의 것

    가. 토지: 제3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입목(立木)ㆍ죽(竹): 시가로 정한 단

가에 수목(樹木)의 부피를 곱하여 산

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庭園樹)나 

그 밖에 수목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

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라.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재산: 납입금

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마.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재산: 해당 수

익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별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51조 삭제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47

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

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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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

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

사·분석하여야 한다.

제6장 물품 통칙 
제48조 삭제 

제49조(물품의 분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

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

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

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

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따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

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

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51조(표준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

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주민에

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6장 물품 통칙 

제53조(물품분류번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물

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이 경우 물품분류번호는 정부의 물품목록번

호를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분류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장에게 물품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4조(물품의 표준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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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

해서는 단체규격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필

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 및 정부

표준을 물품관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

규격과 정부표준이 서로 다를 때에는 정부

표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체

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규격서

  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사유서

제55조(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이 제정된 날(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날

을 말한다)부터 3년마다 그 단체규격의 적

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개

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기 전

이라도 해당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적용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2.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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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

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

관리관"이라 한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

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

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

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

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

원"이라 한다.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

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

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

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

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제56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

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

ㆍ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

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

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

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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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

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행정

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

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

기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

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제7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

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

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

급관리계획(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제7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ㆍ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

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

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

당 연도에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작성지침

을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

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

대상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

다)으로 한다.



213Ⅴ. 부   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

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제59조(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재고를 적정하

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

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훼

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

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

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

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

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제59조(정기재물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법 제60조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

침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물조사지침

을 작성할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

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정부의 정기

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기재

물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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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

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

減)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

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

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

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

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

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

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

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① 법 제62조

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

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회계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

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

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

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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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

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

비하여야 한다.

제65조(표준서식)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55조제1항에 따라 그 사

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

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

록·유지하여야 한다.

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

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

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물

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할 때에

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제63조 삭제

제64조 삭제 

제65조(물품의 정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법 제64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

을 선정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

법, 부속품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

에 따라 정비를 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

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 정비기준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66조(표준서식 등) ① 법 제65조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出給) 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 청구서

  4. 물품 출급증

  5. 반납증 및 인수증

  ② 법 제66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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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

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

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절 취득 

제6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에 따

른 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화

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전산처리 

설비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전산 개발과 입출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

리 방식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파식별표지를 

붙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전파식별표지를 붙인 물품의 관

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

품을 관리할 수 있다.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

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지 또는 증표류

  2.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

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

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제2절 취득 
제69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

리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217Ⅴ. 부   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

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

는 취득할 수 없다.

제3절 보관 

제69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

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

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

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

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

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물품이 필

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

원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취득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

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

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보관

제70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

리관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라 소관 물품

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1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70

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해야 할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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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제73

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물품

은 제외한다)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

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

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

에게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절 사용

제72조(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

에게 알려야 하고,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

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

다. 다만,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

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출납 시기

  3. 출납해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부터 인수(引受)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

원에게 인도(引渡)하는 자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

게 출납하여야 한다.

제72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물품

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

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제4절 사용 
제73조(사용)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

공무원은 법 제72조 단서에 따른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려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

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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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

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

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

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물품운

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74조(대부)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

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대부료의 산정)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

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

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

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

일부터 1개월 이내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

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

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

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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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처분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

품에 대하여 불용(부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

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ㆍ공공

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

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

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제5절 처분 
제76조(불용 결정)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에 대하여 

불용(부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불용 결

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

야 한다.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

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

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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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

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

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

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

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

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

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

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처분단가가 10만

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

품은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할 때의 예

정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

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

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

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

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

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

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

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방

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

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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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

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

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

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

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

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제7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

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

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

으로 내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1.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

득한 물품

  2. 제62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

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

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양

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기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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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

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

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

(나누어 내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는 제외한

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

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무상양여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제8장 보칙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

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

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

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

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

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

센트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

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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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

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

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

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

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

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

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

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

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

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

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

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

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

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

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

한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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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

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

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

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

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

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6퍼센트

의 이자를 말한다.

제83조(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① 법 제84

조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

  2.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

은 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1항의 은닉된 

공유재산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대

장이나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 또는 등재

(登載)되어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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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

한 특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

게는 이를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

고 있는 재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

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한 재산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

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

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

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

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

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

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

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

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

한 특례) ① 법 제85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진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

법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뺀 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로 반환

한 경우: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



227Ⅴ. 부   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

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개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

  2. 재판상의 화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

의 인낙(認[)으로 반환한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

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

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3. 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

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

로 반환한 경우: 8년 이내의 기간에 걸

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

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

번에 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

우: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

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세트를 뺀 금액

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5. 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

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

멸로 반환한 경우: 4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40퍼센

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

번에 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

우: 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

거나 매각가격의 3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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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① 물품의 장기보

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

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물품의 공급) 물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

사·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의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86조(자연감모의 정리) ① 법 제86조에 따

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

  2. 곡물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

감모율을 초과하지 않는 감모가 생긴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장부에 물품 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

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

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

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을 잃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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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 지방자

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 중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2호 각 목에 해

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물품에 준

하여 관리할 수 있다.

리거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

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

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시

가로 환산하여야 한다.

  3.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

가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가격, 감가 정도, 내

용연수, 수량 등을 엄 히 조사한 후 가

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8조(판정의 청구) ①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

을 면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ㆍ제출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

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법 제8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3조,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

67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부터 기탁받은 것. 다만, 「우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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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

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

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지방재정

법」 제74조에 따른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

따른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증거물로 보관된 것

  3. 법령에 따라 범칙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하거나 압류

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

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

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

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

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

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

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

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

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적용 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

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

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

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

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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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

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

의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

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이

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

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

  2. 지급명령서

  3. 법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물품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도급경비를 사용하

여 취득한 물품

  6. 도서, 서화, 예술작품, 동식물과 그 밖의 

특수 물품

  7. 소프트웨어

  8. 리스 물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

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

의 공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

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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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

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

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

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

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

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

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

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

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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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

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

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

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

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매

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

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

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

재산 및 물품의 계약,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ㆍ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2.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3.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제9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

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

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

  1.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경우: 취득재

산 가격(취득할 때 든 경비는 제외한다)

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

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

당하는 금액

  3. 체납액(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징수한 경

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

만, 한 건당 30만원 이내 및 1인당 월 1

백만원 이내로 한다.

    가. 1년차분: 징수액의 1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나. 2년차 이상: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

  4.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징수

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5. 매각대금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

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6.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10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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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

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제98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

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

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

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제94조 삭제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

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

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

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

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

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

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

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을 말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

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기준 면적은 별

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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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006호, 2010. 2.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

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공공목적용 매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공공목적

용 매각계약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전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받은 경우에는 관리

전환을 받은 기관에서 계속하여 물품을 사

용할 수 있다.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

할 수 있다. 

부칙<제22319호, 201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

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

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

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

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

초로 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5조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제

95조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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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2395호, 2010. 9.20>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시

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을 "「지방

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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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10.8.4>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련)

1. 특별시, 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구 분 기 면 (㎡ )

특 별 시 127,402㎡

역

시

인구 300만 이상 ～ 500만 미만 68,333㎡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52,784㎡

인구 200만 미만 37,563㎡

도

경기도 77,633㎡

인구 300만 이상 ～ 400만 미만 44,974㎡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43,376㎡

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39,089㎡
특별자치도 32,223㎡

2. 시, 군  자치구의 본청 청사

구 분 기 면 (㎡ )

시

인구 10만 미만 11,893㎡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 13,965㎡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17,759㎡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18,907㎡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 19,098㎡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 20,214㎡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 21,968㎡
인구 100만 이상 22,319㎡

군

인구 3만 미만 7,525㎡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8,38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9,406㎡
인구 10만 이상 11,829㎡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26,368㎡

인구 50만 이상 27,484㎡

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1,861㎡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2,020㎡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14,061㎡
인구 50만 이상 18,206㎡

※ 비고: 기 면 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 을 기 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 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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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2010.8.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련)

구 분
특별시, 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행정구가 

설치된 시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면 165.3㎡ 132㎡ 99㎡ 99㎡ 99㎡

※ 비고: 기 면 은 비서실과 견실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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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설 2010.8.4>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련)

1. 특별시, 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

구 분 기 면 (㎡ )

특 별 시 24,930㎡

역

시

인구 300만 이상 ～ 500만 미만 11,054㎡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7,291㎡
인구 200만 미만 5,174㎡

도

경기도 29,164㎡
인구 300만 이상 ～ 400만 미만 12,700㎡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11,524㎡
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9,878㎡

특별자치도 8,467㎡

2. 시, 군  자치구의 의회 청사

구 분 기 면 (㎡ )

시

인구 10만 미만 1,853㎡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 2,257㎡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351㎡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429㎡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 4,713㎡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 4,851㎡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 6,209㎡
인구 100만 이상 6,597㎡

군

인구 3만 미만 1,358㎡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506㎡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787㎡
인구 10만 이상 1,830㎡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2,961㎡

인구 50만 이상 4,172㎡

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358㎡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698㎡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2,581㎡
인구 50만 이상 4,172㎡

※ 비고: 기 면 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 을 기 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 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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