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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설문지 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A타입(기재부, 그외중앙정부, 지자체, 자산관리) 1 547 83.6 83.6

B타입(전문가, 특허청, 문체부) 2 107 16.4 16.4

654 100.0 100.0

QT 응답자 구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국유재산 관련과 담당자 1 18 2.8 2.8

그 외 중앙정부 담당자 2 102 15.6 15.6

지자체 담당자 3 337 51.5 51.5

자산관리공사 담당자 4 90 13.8 13.8

관련분야 전문가 5 49 7.5 7.5

무체재산 관련 특허청/문체부 6 58 8.9 8.9

654 100.0 100.0

Q1A1 국유재산 기능의 중요도1: 도로, 하천, 항만,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 제공과 생활환경 조성 기능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2 8 1.2 1.2

보통이다 3 72 11.0 11.0

그렇다 4 266 40.7 40.7

매우 그렇다 5 307 46.9 46.9

무응답 9 1 .2 .2

654 100.0 100.0

Q1A2 국유재산 기능의 중요도2: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한 비축 자원 기능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 .5 .5

그렇지 않다 2 26 4.0 4.0

보통이다 3 169 25.8 25.8

그렇다 4 321 49.1 49.1

매우 그렇다 5 135 20.6 20.6

654 100.0 100.0

1) 귀하께서는 아래의 국유재산 기능들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 하천, 항만,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 제공과 생활환경 조성 기능

1) 귀하께서는 아래의 국유재산 기능들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한 비축 자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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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A3 국유재산 기능의 중요도3: 매각, 임대, 개발 등을 통한 국가재정(세입) 확충 기능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1.8 1.8

그렇지 않다 2 56 8.6 8.6

보통이다 3 222 33.9 33.9

그렇다 4 248 37.9 37.9

매우 그렇다 5 116 17.7 17.7

654 100.0 100.0

Q1A4 국유재산 기능의 중요도4: 일반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2 .2

그렇지 않다 2 31 4.7 4.7

보통이다 3 240 36.7 36.7

그렇다 4 289 44.2 44.2

매우 그렇다 5 92 14.1 14.1

무응답 9 1 .2 .2

654 100.0 100.0

Q2A1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2 42 6.4 6.4

보통이다 3 227 34.7 34.7

그렇다 4 287 43.9 43.9

매우 그렇다 5 97 14.8 14.8

무응답 9 1 .2 .2

654 100.0 100.0

1) 귀하께서는 아래의 국유재산 기능들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각, 임대, 개발 등을 통한 국가재정(세입) 확충 기능

1) 귀하께서는 아래의 국유재산 기능들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

2) 아래의 국유재산 기능들이 어느 정도로 잘 실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 하천, 항만,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 제공과 생활환경 조성 기능

국유재산 기능의 실행 정도1: 도로, 하천, 항만,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 제공과 생활환경 조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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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A2 국유재산 기능의 실행 정도2: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한 비축 자원 기능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1.7 1.7

그렇지 않다 2 83 12.7 12.7

보통이다 3 317 48.5 48.5

그렇다 4 212 32.4 32.4

매우 그렇다 5 31 4.7 4.7

654 100.0 100.0

Q2A3 국유재산 기능의 실행 정도3: 매각, 임대, 개발 등을 통한 국가재정(세입) 확충 기능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 1.5 1.5

그렇지 않다 2 91 13.9 13.9

보통이다 3 286 43.7 43.7

그렇다 4 217 33.2 33.2

매우 그렇다 5 50 7.6 7.6

654 100.0 100.0

Q2A4 국유재산 기능의 실행 정도4: 일반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3

그렇지 않다 2 51 7.8 7.8

보통이다 3 313 47.9 47.9

그렇다 4 246 37.6 37.6

매우 그렇다 5 42 6.4 6.4

654 100.0 100.0

2) 아래의 국유재산 기능들이 어느 정도로 잘 실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각, 임대, 개발 등을 통한 국가재정(세입) 확충 기능

2) 아래의 국유재산 기능들이 어느 정도로 잘 실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

2) 아래의 국유재산 기능들이 어느 정도로 잘 실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한 비축 자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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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A1 국유재산관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1: 매각을 통한 국가재원 조달 기능 강화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 4.6 4.6

그렇지 않다 2 118 18.0 18.0

보통이다 3 236 36.1 36.1

그렇다 4 204 31.2 31.2

매우 그렇다 5 66 10.1 10.1

654 100.0 100.0

Q3A2 국유재산관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2: 미래 개발 자원을 위한 국유재산 매입 확대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 .8 .8

그렇지 않다 2 105 16.1 16.1

보통이다 3 258 39.4 39.4

그렇다 4 214 32.7 32.7

매우 그렇다 5 71 10.9 10.9

무응답 9 1 .2 .2

654 100.0 100.0

Q3A3 국유재산관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3: 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한 적극 활용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 1.2 1.2

그렇지 않다 2 43 6.6 6.6

보통이다 3 167 25.5 25.5

그렇다 4 290 44.3 44.3

매우 그렇다 5 146 22.3 22.3

654 100.0 100.0

3) 향후 국유재산관리 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매각을 통한 국가재원 조달 기능 강화

3) 향후 국유재산관리 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미래 개발 자원을 위한 국유재산 매입 확대

3) 향후 국유재산관리 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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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A4 국유재산관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4: 현재 상태에서 유지·보존 정책 강화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2.3 2.3

그렇지 않다 2 118 18.0 18.0

보통이다 3 284 43.4 43.4

그렇다 4 185 28.3 28.3

매우 그렇다 5 52 8.0 8.0

654 100.0 100.0

Q4A1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1: 권리보전 조치(은닉재산 색출 등) 미흡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2.3 2.7

그렇지 않다 2 104 15.9 19.0

보통이다 3 267 40.8 48.8

그렇다 4 138 21.1 25.2

매우 그렇다 5 21 3.2 3.8

무응답 9 2 .3 .4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4A2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2: 무단점유관리의 적극성 미흡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2.3 2.7

그렇지 않다 2 87 13.3 15.9

보통이다 3 191 29.2 34.9

그렇다 4 221 33.8 40.4

매우 그렇다 5 31 4.7 5.7

무응답 9 2 .3 .4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4) 귀하께서는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다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어느 정
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리보전 조치(은닉재산 색출 등) 미흡

4) 귀하께서는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다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어느 정
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단점유관리의 적극성 미흡

3) 향후 국유재산관리 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상태에서 유지·보존 정책 강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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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A3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3: 재산관련 각종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1 4.7 5.7

그렇지 않다 2 146 22.3 26.7

보통이다 3 225 34.4 41.1

그렇다 4 127 19.4 23.2

매우 그렇다 5 16 2.4 2.9

무응답 9 2 .3 .4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4A4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4: 재산관련 소송에 대한 소극적 대응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9 6.0 7.1

그렇지 않다 2 152 23.2 27.8

보통이다 3 231 35.3 42.2

그렇다 4 105 16.1 19.2

매우 그렇다 5 16 2.4 2.9

무응답 9 4 .6 .7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4A5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5: 지방의회와 각종 감사 대응 부실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3 5.0 6.0

그렇지 않다 2 174 26.6 31.8

보통이다 3 247 37.8 45.2

그렇다 4 70 10.7 12.8

4) 귀하께서는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다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어느 정
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련 각종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4) 귀하께서는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다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어느 정
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련 소송에 대한 소극적 대응

4) 귀하께서는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다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어느 정
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와 각종 감사 대응 부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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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5 18 2.8 3.3

무응답 9 5 .8 .9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4A6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6: 재산증감 기록 등에 대한 결산 부실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3 6.6 7.9

그렇지 않다 2 157 24.0 28.7

보통이다 3 246 37.6 45.0

그렇다 4 83 12.7 15.2

매우 그렇다 5 15 2.3 2.7

무응답 9 3 .5 .5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5A1 국유재산 업무 관련 의견1: 국유재산 관리 업무는 타 업무에 비해 어렵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 1.1 1.1

그렇지 않다 2 37 5.7 5.7

보통이다 3 159 24.3 24.3

그렇다 4 310 47.4 47.4

매우 그렇다 5 139 21.3 21.3

무응답 9 2 .3 .3

654 100.0 100.0

5)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국유재산 관리 업무는 타 업무에 비해 어렵다

4) 귀하께서는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다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어느 정
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증감 기록 등에 대한 결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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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A2 국유재산 업무 관련 의견2: 소속 조직에서 국유재산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9 7.5 7.5

그렇지 않다 2 172 26.3 26.3

보통이다 3 251 38.4 38.4

그렇다 4 127 19.4 19.4

매우 그렇다 5 53 8.1 8.1

무응답 9 2 .3 .3

654 100.0 100.0

Q6A1 관리체계1: 유형, 무형 국유재산을 한 기관에서 통합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2.0 2.0

그렇지 않다 2 92 14.1 14.1

보통이다 3 102 15.6 15.6

그렇다 4 274 41.9 41.9

매우 그렇다 5 167 25.5 25.5

무응답 9 6 .9 .9

654 100.0 100.0

Q6A2 관리체계2: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2.0 2.0

그렇지 않다 2 69 10.6 10.6

보통이다 3 113 17.3 17.3

그렇다 4 279 42.7 42.7

매우 그렇다 5 179 27.4 27.4

무응답 9 1 .2 .2

654 100.0 100.0

5)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소속 조직에서 국유재산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6) 관리체계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형, 무형 국유재산을 한 기관에서 통합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관리체계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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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A3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9 2.9 2.9

그렇지 않다 2 90 13.8 13.8

보통이다 3 215 32.9 32.9

그렇다 4 254 38.8 38.8

매우 그렇다 5 72 11.0 11.0

무응답 9 4 .6 .6

654 100.0 100.0

Q6A4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5 5.4 5.4

그렇지 않다 2 75 11.5 11.5

보통이다 3 154 23.5 23.5

그렇다 4 224 34.3 34.3

매우 그렇다 5 164 25.1 25.1

무응답 9 2 .3 .3

654 100.0 100.0

Q6A5 관리체계5: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위탁관리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2.3 2.3

그렇지 않다 2 60 9.2 9.2

보통이다 3 257 39.3 39.3

그렇다 4 211 32.3 32.3

매우 그렇다 5 107 16.4 16.4

무응답 9 4 .6 .6

654 100.0 100.0

6) 관리체계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위탁관리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6) 관리체계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관리를 관련기관 간 분업체계인 거버넌스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
안이 적정하다

6) 관리체계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관리를 현재의 전담 조직(한국자산관리공사) 중심 추진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
정하다

관리체계3: 국유재산관리를 관련기관 간 분업체계인 거버넌스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
하는 방안이 적정하다

관리체계4: 국유재산관리를 현재의 전담 조직(한국자산관리공사) 중심 추진체계로  운영하는 방
안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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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A6 관리체계6: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의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 3.5 3.5

그렇지 않다 2 93 14.2 14.2

보통이다 3 243 37.2 37.2

그렇다 4 226 34.6 34.6

매우 그렇다 5 66 10.1 10.1

무응답 9 3 .5 .5

654 100.0 100.0

Q7A1 관리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1: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2 .2

그렇지 않다 2 11 1.7 1.7

보통이다 3 70 10.7 10.7

그렇다 4 363 55.5 55.5

매우 그렇다 5 206 31.5 31.5

무응답 9 3 .5 .5

654 100.0 100.0

Q7A2 관리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2: 담당자의 빈번한 업무교체 지양 및 유인 부여가 필요하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 1.2 1.2

그렇지 않다 2 20 3.1 3.1

보통이다 3 102 15.6 15.6

그렇다 4 323 49.4 49.4

매우 그렇다 5 198 30.3 30.3

무응답 9 3 .5 .5

654 100.0 100.0

6) 관리체계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의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7) 현행 관리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7) 현행 관리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당자의 빈번한 업무교체 지양 및 유인 부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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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A3 관리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3: 관리인력의 확충 및 전문직의 배치가 필요하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2 23 3.5 3.5

보통이다 3 75 11.5 11.5

그렇다 4 324 49.5 49.5

매우 그렇다 5 228 34.9 34.9

무응답 9 4 .6 .6

654 100.0 100.0

Q7A4 관리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4: 재산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3

그렇지 않다 2 17 2.6 2.6

보통이다 3 103 15.7 15.7

그렇다 4 330 50.5 50.5

매우 그렇다 5 199 30.4 30.4

무응답 9 3 .5 .5

654 100.0 100.0

Q7A5 관리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5: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위탁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8 4.3 4.3

그렇지 않다 2 77 11.8 11.8

보통이다 3 219 33.5 33.5

그렇다 4 204 31.2 31.2

매우 그렇다 5 122 18.7 18.7

무응답 9 4 .6 .6

654 100.0 100.0

7) 현행 관리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위탁의 확대가 필요하다

7) 현행 관리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리인력의 확충 및 전문직의 배치가 필요하다

7) 현행 관리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산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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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A1 국유재산법 개정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1

공통문항

==> 변수값 설명 없음

Q8A2 국유재산법 개정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2

==> 변수값 설명 없음

Q8A3 국유재산법 개정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3

==> 변수값 설명 없음

Q8A4 국유재산법 개정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4

==> 변수값 설명 없음

Q8A5 국유재산법 개정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5

==> 변수값 설명 없음

Q8A6 국유재산법 개정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6

==> 변수값 설명 없음

Q8A7 국유재산법 개정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7

==> 변수값 설명 없음

Q9A1 국유재산 활용1: 국유재산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 1.1 1.1

그렇지 않다 2 116 17.7 17.7

보통이다 3 409 62.5 62.5

그렇다 4 113 17.3 17.3

매우 그렇다 5 8 1.2 1.2

무응답 9 1 .2 .2

654 100.0 100.0

8) 국유재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9) 국유재산 활용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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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A2 국유재산 활용2: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 .9 .9

그렇지 않다 2 156 23.9 23.9

보통이다 3 380 58.1 58.1

그렇다 4 106 16.2 16.2

매우 그렇다 5 5 .8 .8

무응답 9 1 .2 .2

654 100.0 100.0

Q9A3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1.7 1.7

그렇지 않다 2 64 9.8 9.8

보통이다 3 318 48.6 48.6

그렇다 4 228 34.9 34.9

매우 그렇다 5 31 4.7 4.7

무응답 9 2 .3 .3

654 100.0 100.0

Q9A4 국유재산 활용4: 현재 발견되지 않은 자산이 많다고 생각한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2.0 2.0

그렇지 않다 2 146 22.3 22.3

보통이다 3 268 41.0 41.0

그렇다 4 195 29.8 29.8

매우 그렇다 5 30 4.6 4.6

무응답 9 2 .3 .3

654 100.0 100.0

9) 국유재산 활용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다

9) 국유재산 활용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향후 국유재산관리기금 시행을 통해 효율적 국유재산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9) 국유재산 활용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발견되지 않은 자산이 많다고 생각한다

국유재산 활용3: 향후 국유재산관리기금 시행을 통해 효율적 국유재산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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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A1 일반재산의 활용 방식1: 일반재산의 대부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2 .2

그렇지 않다 2 24 3.7 4.4

보통이다 3 199 30.4 36.4

그렇다 4 283 43.3 51.7

매우 그렇다 5 37 5.7 6.8

무응답 9 3 .5 .5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0A2 일반재산의 활용 방식2: 일반재산의 매각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 .5 .5

그렇지 않다 2 57 8.7 10.4

보통이다 3 241 36.9 44.1

그렇다 4 205 31.3 37.5

매우 그렇다 5 38 5.8 6.9

무응답 9 3 .5 .5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0A3 일반재산의 활용 방식3: 일반재산의 교환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4 5.2 6.2

그렇지 않다 2 156 23.9 28.5

보통이다 3 271 41.4 49.5

그렇다 4 76 11.6 13.9

10) 귀하께서는 국유재산 가운데 일반재산의 활용 방식에 대한 아래 항목들이 어느 정도 충분
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재산의 대부

10) 귀하께서는 국유재산 가운데 일반재산의 활용 방식에 대한 아래 항목들이 어느 정도 충분
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재산의 매각

10) 귀하께서는 국유재산 가운데 일반재산의 활용 방식에 대한 아래 항목들이 어느 정도 충분
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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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5 5 .8 .9

무응답 9 5 .8 .9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0A4 일반재산의 활용 방식4: 일반재산의 양여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7 5.7 6.8

그렇지 않다 2 166 25.4 30.3

보통이다 3 275 42.0 50.3

그렇다 4 62 9.5 11.3

매우 그렇다 5 2 .3 .4

무응답 9 5 .8 .9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0A5 일반재산의 활용 방식5: 일반재산의 개발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3 5.0 6.0

그렇지 않다 2 172 26.3 31.4

보통이다 3 274 41.9 50.1

그렇다 4 58 8.9 10.6

매우 그렇다 5 4 .6 .7

무응답 9 6 .9 1.1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10) 귀하께서는 국유재산 가운데 일반재산의 활용 방식에 대한 아래 항목들이 어느 정도 충분
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재산의 양여

10) 귀하께서는 국유재산 가운데 일반재산의 활용 방식에 대한 아래 항목들이 어느 정도 충분
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재산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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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A6 일반재산의 활용 방식6: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8 8.9 10.6

그렇지 않다 2 192 29.4 35.1

보통이다 3 249 38.1 45.5

그렇다 4 41 6.3 7.5

매우 그렇다 5 2 .3 .4

무응답 9 5 .8 .9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1A1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1: 불용재산 매각 촉진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9 1.4 1.6

그렇지 않다 2 25 3.8 4.6

보통이다 3 139 21.3 25.4

그렇다 4 260 39.8 47.5

매우 그렇다 5 112 17.1 20.5

무응답 9 2 .3 .4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1A2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2: 비축토지 매입 혹은 집단화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 .8 .9

그렇지 않다 2 42 6.4 7.7

보통이다 3 228 34.9 41.7

그렇다 4 210 32.1 38.4

11) 귀하께서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아래의 시책들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용재산 매각 촉진

11) 귀하께서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아래의 시책들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축토지 매입 혹은 집단화

10) 귀하께서는 국유재산 가운데 일반재산의 활용 방식에 대한 아래 항목들이 어느 정도 충분
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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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5 61 9.3 11.2

무응답 9 1 .2 .2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1A3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3: 대부/사용 수익 허가의 탄력적 운영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 .5 .5

그렇지 않다 2 10 1.5 1.8

보통이다 3 148 22.6 27.1

그렇다 4 284 43.4 51.9

매우 그렇다 5 101 15.4 18.5

무응답 9 1 .2 .2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1A4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4: 신탁/민자유치 등 다양한 개발/운용방식 활성화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 .6 .7

그렇지 않다 2 42 6.4 7.7

보통이다 3 231 35.3 42.2

그렇다 4 209 32.0 38.2

매우 그렇다 5 57 8.7 10.4

무응답 9 4 .6 .7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11) 귀하께서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아래의 시책들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사용 수익 허가의 탄력적 운영

11) 귀하께서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아래의 시책들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탁·민자유치 등 다양한 개발·운용방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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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A1 국유재산 개발 방식1: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 중심으로 개발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 1.2 1.5

그렇지 않다 2 39 6.0 7.1

보통이다 3 237 36.2 43.3

그렇다 4 225 34.4 41.1

매우 그렇다 5 35 5.4 6.4

무응답 9 3 .5 .5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2A2 국유재산 개발 방식2: 국유재산을 담보로 한 채권발행으로 개발재원 조달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 3.1 3.7

그렇지 않다 2 124 19.0 22.7

보통이다 3 279 42.7 51.0

그렇다 4 107 16.4 19.6

매우 그렇다 5 15 2.3 2.7

무응답 9 2 .3 .4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2A3 국유재산 개발 방식3: 신탁개발로 추진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 2.1 2.6

그렇지 않다 2 86 13.1 15.7

보통이다 3 326 49.8 59.6

그렇다 4 111 17.0 20.3

12) 국유재산 개발 방식에 대한 아래의 대안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신탁개발로 추진

12) 국유재산 개발 방식에 대한 아래의 대안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 중심으로 개발

12) 국유재산 개발 방식에 대한 아래의 대안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국유재산을 담보로 한 채권발행으로 개발재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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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5 7 1.1 1.3

무응답 9 3 .5 .5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2A4 국유재산 개발 방식4: 위탁개발로 추진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 1.5 1.8

그렇지 않다 2 72 11.0 13.2

보통이다 3 263 40.2 48.1

그렇다 4 168 25.7 30.7

매우 그렇다 5 31 4.7 5.7

무응답 9 3 .5 .5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2A5 국유재산 개발 방식5: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개발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1 3.2 3.8

그렇지 않다 2 80 12.2 14.6

보통이다 3 248 37.9 45.3

그렇다 4 164 25.1 30.0

매우 그렇다 5 31 4.7 5.7

무응답 9 3 .5 .5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12) 국유재산 개발 방식에 대한 아래의 대안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위탁개발로 추진

12) 국유재산 개발 방식에 대한 아래의 대안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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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A1 국유재산 개발, 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활용1: 국유재산의 개발 관리 목적으로 사용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 .9 .9

그렇지 않다 2 39 6.0 6.0

보통이다 3 205 31.3 31.3

그렇다 4 325 49.7 49.7

매우 그렇다 5 76 11.6 11.6

무응답 9 3 .5 .5

654 100.0 100.0

Q13A2 국유재산 개발, 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활용2: 국가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 전입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7 4.1 4.1

그렇지 않다 2 137 20.9 20.9

보통이다 3 309 47.2 47.2

그렇다 4 164 25.1 25.1

매우 그렇다 5 14 2.1 2.1

무응답 9 3 .5 .5

654 100.0 100.0

Q13A3 국유재산 개발, 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활용3: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사용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1.7 1.7

그렇지 않다 2 115 17.6 17.6

보통이다 3 240 36.7 36.7

그렇다 4 241 36.9 36.9

매우 그렇다 5 44 6.7 6.7

무응답 9 3 .5 .5

654 100.0 100.0

13) 국유재산 개발·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활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국유재산의 개발 관리 목적으로 사용(자원비축 포함)

13) 국유재산 개발·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활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국가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 전입

13) 국유재산 개발·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활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사용(부채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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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A4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9 4.4 4.4

그렇지 않다 2 95 14.5 14.5

보통이다 3 218 33.3 33.3

그렇다 4 233 35.6 35.6

매우 그렇다 5 77 11.8 11.8

무응답 9 2 .3 .3

654 100.0 100.0

Q14A1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 .8 .8

그렇지 않다 2 78 11.9 11.9

보통이다 3 222 33.9 33.9

그렇다 4 268 41.0 41.0

매우 그렇다 5 77 11.8 11.8

무응답 9 4 .6 .6

654 100.0 100.0

Q14A2 국유재산을 개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2: 과도한 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 .9 .9

그렇지 않다 2 77 11.8 11.8

보통이다 3 211 32.3 32.3

그렇다 4 275 42.0 42.0

매우 그렇다 5 83 12.7 12.7

무응답 9 2 .3 .3

654 100.0 100.0

국유재산을 개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1: 국유재산을 개발/활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
점

국유재산 개발, 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활용4: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

13) 국유재산 개발·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활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

14)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음 문제점에 대하여 귀하는 얼
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도한 개발에 따른 미래 비축 자원의 고갈 우려

14)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음 문제점에 대하여 귀하는 얼
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도한 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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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A3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 .6 .6

그렇지 않다 2 73 11.2 11.2

보통이다 3 260 39.8 39.8

그렇다 4 266 40.7 40.7

매우 그렇다 5 49 7.5 7.5

무응답 9 2 .3 .3

654 100.0 100.0

Q14A4 국유재산을 개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4: 지역사회와 갈등 우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1.7 1.7

그렇지 않다 2 109 16.7 16.7

보통이다 3 289 44.2 44.2

그렇다 4 194 29.7 29.7

매우 그렇다 5 47 7.2 7.2

무응답 9 4 .6 .6

654 100.0 100.0

Q14A5 국유재산을 개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우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9 1.4 1.4

그렇지 않다 2 85 13.0 13.0

보통이다 3 275 42.0 42.0

그렇다 4 225 34.4 34.4

매우 그렇다 5 57 8.7 8.7

무응답 9 3 .5 .5

654 100.0 100.0

14)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음 문제점에 대하여 귀하는 얼
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사회와 갈등 우려

14)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음 문제점에 대하여 귀하는 얼
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우려

국유재산을 개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3: 개발/관리 역량 부족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

14)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음 문제점에 대하여 귀하는 얼
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발·관리 역량 부족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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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A6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 2.4 2.4

그렇지 않다 2 102 15.6 15.6

보통이다 3 299 45.7 45.7

그렇다 4 190 29.1 29.1

매우 그렇다 5 43 6.6 6.6

무응답 9 4 .6 .6

654 100.0 100.0

Q15A1 국유재산 활용시 애로 요인1: 개발 잠재성이 높은 국유재산이 별로 없다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 1.1 1.3

그렇지 않다 2 73 11.2 13.3

보통이다 3 221 33.8 40.4

그렇다 4 210 32.1 38.4

매우 그렇다 5 34 5.2 6.2

무응답 9 2 .3 .4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5A2 국유재산 활용시 애로 요인2: 신뢰할만한 민간 위탁 기관이 별로 없다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 1.2 1.5

그렇지 않다 2 70 10.7 12.8

보통이다 3 256 39.1 46.8

14)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음 문제점에 대하여 귀하는 얼
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기업간 갈등 우려

15) 국유재산의 관리·개발 등 적극적 활용시 당면하는 애로 요인은 어느 정도입니까?
-개발 잠재성이 높은 국유재산이 별로 없다

15) 국유재산의 관리·개발 등 적극적 활용시 당면하는 애로 요인은 어느 정도입니까?
-신뢰할만한 민간 위탁 기관이 별로 없다

국유재산을 개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6: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기업간 갈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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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4 180 27.5 32.9

매우 그렇다 5 31 4.7 5.7

무응답 9 2 .3 .4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5A3 국유재산 활용시 애로 요인3: 국유재산 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 1.1 1.3

그렇지 않다 2 40 6.1 7.3

보통이다 3 152 23.2 27.8

그렇다 4 263 40.2 48.1

매우 그렇다 5 82 12.5 15.0

무응답 9 3 .5 .5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5A4 국유재산 활용시 애로 요인4: 국유재산 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렵다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그렇지 않다 2 34 5.2 6.2

보통이다 3 199 30.4 36.4

그렇다 4 258 39.4 47.2

매우 그렇다 5 50 7.6 9.1

무응답 9 4 .6 .7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15) 국유재산의 관리·개발 등 적극적 활용시 당면하는 애로 요인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유재산 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렵다

15) 국유재산의 관리·개발 등 적극적 활용시 당면하는 애로 요인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유재산 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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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A5 국유재산 활용시 애로 요인5: 국유재산 개발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규제가 제약이다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2 .2

그렇지 않다 2 30 4.6 5.5

보통이다 3 216 33.0 39.5

그렇다 4 229 35.0 41.9

매우 그렇다 5 65 9.9 11.9

무응답 9 6 .9 1.1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5A6 국유재산 활용시 애로 요인6: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 혹은 소송이 문제이다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2 .2

그렇지 않다 2 35 5.4 6.4

보통이다 3 198 30.3 36.2

그렇다 4 242 37.0 44.2

매우 그렇다 5 68 10.4 12.4

무응답 9 3 .5 .5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6A1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8 2.8 2.8

그렇지 않다 2 145 22.2 22.2

15) 국유재산의 관리·개발 등 적극적 활용시 당면하는 애로 요인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유재산 개발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규제가 제약이다

15) 국유재산의 관리·개발 등 적극적 활용시 당면하는 애로 요인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 혹은 소송이 문제이다

16) 다음은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 지적재산권이 정책적 목적이나 재산적 가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다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1: 국유 지적재산권이 정책적 목적이나 재산적 가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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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3 412 63.0 63.0

그렇다 4 68 10.4 10.4

매우 그렇다 5 7 1.1 1.1

무응답 9 4 .6 .6

654 100.0 100.0

Q16A2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2: 국유특허권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2.3 2.3

그렇지 않다 2 168 25.7 25.7

보통이다 3 405 61.9 61.9

그렇다 4 55 8.4 8.4

매우 그렇다 5 5 .8 .8

무응답 9 6 .9 .9

654 100.0 100.0

Q16A3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3: 국유저작권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 2.1 2.1

그렇지 않다 2 172 26.3 26.3

보통이다 3 397 60.7 60.7

그렇다 4 59 9.0 9.0

매우 그렇다 5 5 .8 .8

무응답 9 7 1.1 1.1

654 100.0 100.0

16) 다음은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특허권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16) 다음은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저작권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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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A4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4: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한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 .9 .9

그렇지 않다 2 46 7.0 7.0

보통이다 3 337 51.5 51.5

그렇다 4 239 36.5 36.5

매우 그렇다 5 20 3.1 3.1

무응답 9 6 .9 .9

654 100.0 100.0

Q16A5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5: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 .5 .5

그렇지 않다 2 33 5.0 5.0

보통이다 3 280 42.8 42.8

그렇다 4 269 41.1 41.1

매우 그렇다 5 62 9.5 9.5

무응답 9 7 1.1 1.1

654 100.0 100.0

Q16A6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6: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 혹은 소송이 문제이다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 .8 1.1

그렇지 않다 2 42 6.4 9.1

보통이다 3 263 40.2 57.2

그렇다 4 114 17.4 24.8

매우 그렇다 5 30 4.6 6.5

무응답 9 6 .9 1.3

비해당(B타입포함) 0 194 29.7

654 100.0 100.0

16) 다음은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한다

16) 다음은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

16) 다음은 국유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 혹은 소송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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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A1 국유재산/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의견1

공통문항

==> 변수값 설명 없음

Q17A2 국유재산/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의견2

==> 변수값 설명 없음

Q17A3 국유재산/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의견3

==> 변수값 설명 없음

Q17A4 국유재산/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의견4

==> 변수값 설명 없음

Q17A5 국유재산/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의견5

==> 변수값 설명 없음

Q17A6 국유재산/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의견6

==> 변수값 설명 없음

Q18A1 국유재산 관련 인프라 수준1: 예산회계정보처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 3.1 3.7

그렇지 않다 2 87 13.3 15.9

보통이다 3 297 45.4 54.3

그렇다 4 128 19.6 23.4

매우 그렇다 5 10 1.5 1.8

무응답 9 5 .8 .9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17) 국유재산 활용 전반, 기타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
시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8) 우리나라 국유재산 정보시스템, 전산, 정보화 관련 인프라(infrastructure)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회계정보처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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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A2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 3.1 3.7

그렇지 않다 2 102 15.6 18.6

보통이다 3 299 45.7 54.7

그렇다 4 108 16.5 19.7

매우 그렇다 5 9 1.4 1.6

무응답 9 9 1.4 1.6

비해당(B타입) 0 107 16.4

654 100.0 100.0

Q18A3 국유재산 관련 인프라 수준3: 무체재산권의 통계와 데이터베이스(DB)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 3.1 3.1

그렇지 않다 2 152 23.2 23.2

보통이다 3 356 54.4 54.4

그렇다 4 99 15.1 15.1

매우 그렇다 5 13 2.0 2.0

무응답 9 14 2.1 2.1

654 100.0 100.0

Q18A4 국유재산 관련 인프라 수준4: 국유재산의 활용 업무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 3.5 3.5

그렇지 않다 2 156 23.9 23.9

보통이다 3 340 52.0 52.0

그렇다 4 115 17.6 17.6

매우 그렇다 5 12 1.8 1.8

무응답 9 8 1.2 1.2

654 100.0 100.0

18) 우리나라 국유재산 정보시스템, 전산, 정보화 관련 인프라(infrastructure)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체재산권의 통계와 데이터베이스(DB)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18) 우리나라 국유재산 정보시스템, 전산, 정보화 관련 인프라(infrastructure)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의 활용 업무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18) 우리나라 국유재산 정보시스템, 전산, 정보화 관련 인프라(infrastructure)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회계정보처리 시스템이 발생주의 회계시스템과의 잘 부합한다

국유재산 관련 인프라 수준2: 예산회계정보처리 시스템이 발생주의 회계시스템과의 잘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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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A5 국유재산 관련 인프라 수준5: 국유재산의 관리 업무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5 3.8 3.8

그렇지 않다 2 144 22.0 22.0

보통이다 3 326 49.8 49.8

그렇다 4 139 21.3 21.3

매우 그렇다 5 10 1.5 1.5

무응답 9 10 1.5 1.5

654 100.0 100.0

Q18A6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5 3.8 3.8

그렇지 않다 2 141 21.6 21.6

보통이다 3 334 51.1 51.1

그렇다 4 136 20.8 20.8

매우 그렇다 5 11 1.7 1.7

무응답 9 7 1.1 1.1

654 100.0 100.0

Q18A7 국유재산 관련 인프라 수준7: 국유재산 정보 및 시스템이 국유재산 관리에 도움이 된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8 2.8 2.8

그렇지 않다 2 67 10.2 10.2

보통이다 3 282 43.1 43.1

그렇다 4 236 36.1 36.1

매우 그렇다 5 44 6.7 6.7

무응답 9 7 1.1 1.1

654 100.0 100.0

18) 우리나라 국유재산 정보시스템, 전산, 정보화 관련 인프라(infrastructure)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의 관리 업무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18) 우리나라 국유재산 정보시스템, 전산, 정보화 관련 인프라(infrastructure)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18) 우리나라 국유재산 정보시스템, 전산, 정보화 관련 인프라(infrastructure)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 정보 및 시스템이 국유재산 관리에 도움이 된다

국유재산 관련 인프라 수준6: 국유재산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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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A8 국유재산 관련 인프라 수준8: 국유재산 정보 및 시스템이 국유재산 활용에 도움이 된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 2.4 2.4

그렇지 않다 2 63 9.6 9.6

보통이다 3 297 45.4 45.4

그렇다 4 223 34.1 34.1

매우 그렇다 5 48 7.3 7.3

무응답 9 7 1.1 1.1

654 100.0 100.0

Q19A1 응답자가 접근 가능한 국요재산 정보시스템1

공통문항

==> 변수값 설명 없음

Q19A2 응답자가 접근 가능한 국요재산 정보시스템2

==> 변수값 설명 없음

Q19A3 응답자가 접근 가능한 국요재산 정보시스템3

==> 변수값 설명 없음

Q19A4 응답자가 접근 가능한 국요재산 정보시스템4

==> 변수값 설명 없음

Q19A5 응답자가 접근 가능한 국요재산 정보시스템5

==> 변수값 설명 없음

18) 우리나라 국유재산 정보시스템, 전산, 정보화 관련 인프라(infrastructure)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 정보 및 시스템이 국유재산 활용에 도움이 된다

19) 본인이 접근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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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A1 국유재산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1: 국유재산 정보 및 시스템의 사용방법이 편리하다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6 7.0 8.1

그렇지 않다 2 150 22.9 26.5

보통이다 3 245 37.5 43.3

그렇다 4 112 17.1 19.8

매우 그렇다 5 10 1.5 1.8

무응답 8 3 .5 .5

비해당 9 88 13.5

654 100.0 100.0

Q20A2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9 4.4 5.1

그렇지 않다 2 153 23.4 27.0

보통이다 3 286 43.7 50.5

그렇다 4 84 12.8 14.8

매우 그렇다 5 10 1.5 1.8

무응답 8 4 .6 .7

비해당 9 88 13.5

654 100.0 100.0

Q20A3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3 5.0 5.0

그렇지 않다 2 145 22.2 22.2

보통이다 3 213 32.6 32.6

그렇다 4 125 19.1 19.1

매우 그렇다 5 15 2.3 2.3

무응답 9 123 18.8 18.8

654 100.0 100.0

20) 본인이 접근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 정보의 수정 및 오류통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20) 본인이 접근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산정보 시스템이 지적도면이나 이미지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유재산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3: 전산정보 시스템이 지적도면이나 이미지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20) 본인이 접근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 정보 및 시스템의 사용방법이 편리하다

국유재산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2: 국유재산 정보의 수정 및 오류통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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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A4

A타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6 7.0 7.0

그렇지 않다 2 166 25.4 25.4

보통이다 3 215 32.9 32.9

그렇다 4 92 14.1 14.1

매우 그렇다 5 11 1.7 1.7

무응답 9 124 19.0 19.0

654 100.0 100.0

Q21A1 국유재산 정보 및 인프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견1

공통문항

==> 변수값 설명 없음

Q21A2 국유재산 정보 및 인프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견2

==> 변수값 설명 없음

Q21A3 국유재산 정보 및 인프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견3

==> 변수값 설명 없음

20) 본인이 접근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적도 등과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예: 전자 재산정보 도면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21) 국유재산 정보 및 인프라,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자
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4: 지적도 등과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예: 전자 재산정보 도면
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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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1 응답자 연령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세-30세 미만 1 28 4.3 4.3

30세-40세 미만 2 233 35.6 35.6

40세-50세 미만 3 285 43.6 43.6

50세 이상 4 106 16.2 16.2

무응답 9 2 .3 .3

654 100.0 100.0

DQ2 응답자 근무처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총괄청(기재부) 1 8 1.2 1.2

조달청 2 18 2.8 2.8

특허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3 66 10.1 10.1

관리청(②∼③을 제외한 독립기관, 중앙관서) 4 93 14.2 14.2

광역시·도 본청 5 25 3.8 3.8

시·군·구청 6 312 47.7 47.7

국유재산관리위탁 전문기관 7 79 12.1 12.1

전문가 8 50 7.6 7.6

무응답 9 3 .5 .5

654 100.0 100.0

DQ2A 응답자 직급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고위공무원(1-3급) 1 3 .5 .5

4급 2 10 1.5 1.5

4.5급 3 10 1.5 1.5

5급 4 61 9.3 9.3

6급 5 125 19.1 19.1

7급 6 186 28.4 28.4

DQ1) 귀하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DQ2-1) 위 문항에서 ①-⑥에서 해당할 경우 귀하의 직급은?

DQ2) 귀하의 현재 근무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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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7 106 16.2 16.2

9급 8 38 5.8 5.8

전문가 9 53 8.1 8.1

무응답 99 62 9.5 9.5

654 100.0 100.0

DQ3 근무 지역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227 34.7 34.7

인천 2 14 2.1 2.1

부산 3 16 2.4 2.4

대전 4 85 13.0 13.0

울산 5 7 1.1 1.1

대구 6 9 1.4 1.4

광주 7 9 1.4 1.4

경기 8 64 9.8 9.8

강원 9 26 4.0 4.0

충북 10 14 2.1 2.1

충남 11 55 8.4 8.4

전북 12 38 5.8 5.8

전남 13 45 6.9 6.9

경북 14 24 3.7 3.7

경남 15 17 2.6 2.6

제주 16 4 .6 .6

654 100.0 100.0

DQ4 국유재산 관련 업무에 종사한 총 기간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년 미만 1 250 38.2 38.2

1년 이상~3년 미만 2 233 35.6 35.6

3년 이상~5년 미만 3 70 10.7 10.7

5년 이상 4 65 9.9 9.9

무응답 99 36 5.5 5.5

654 100.0 100.0

DQ3) 귀하께서 근무하는 지역은?

DQ4) 귀하께서 국유재산 관련 업무(유사업무 포함)에 종사하신 총 기간은?

35



A1-2011-0196
국유재산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2011

DQ5 상시 국유재산 관리인원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명 0 292 44.6 44.6

1 명 1 164 25.1 25.1

2 명 2 76 11.6 11.6

3 명 3 38 5.8 5.8

4 명 4 24 3.7 3.7

5 명 5 16 2.4 2.4

6 명 6 8 1.2 1.2

8 명 8 1 .2 .2

10 명 10 5 .8 .8

12 명 12 1 .2 .2

13 명 13 2 .3 .3

15 명 15 4 .6 .6

17 명 17 1 .2 .2

19 명 19 1 .2 .2

30 명 30 2 .3 .3

37 명 37 1 .2 .2

45 명 45 1 .2 .2

50 명 50 3 .5 .5

300 명 300 5 .8 .8

330 명 330 1 .2 .2

400 명 400 3 .5 .5

450 명 450 1 .2 .2

500 명 500 2 .3 .3

1500 명 1500 1 .2 .2

무응답 9999 1 .2 .2

654 100.0 100.0

DQ5) 귀 부서(기관)가 국유재산을 관리할 경우, 상시 국유재산 관리인원은?(해당사항 없으면
응답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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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6A1 응답자 담당 국유재산의 종류1: 공용재산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85 89.4 89.4

그렇다 1 69 10.6 10.6

654 100.0 100.0

DQ6A2 응답자 담당 국유재산의 종류2: 공공용재산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48 83.8 83.8

그렇다 1 106 16.2 16.2

654 100.0 100.0

DQ6A3 응답자 담당 국유재산의 종류3: 기업용 재산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53 99.8 99.8

그렇다 1 1 .2 .2

654 100.0 100.0

DQ6A4 응답자 담당 국유재산의 종류4: 보존재산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46 98.8 98.8

그렇다 1 8 1.2 1.2

654 100.0 100.0

DQ6)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국유재산의 종류는?
➀ 청사 등 공용재산

DQ6)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국유재산의 종류는?
➁ 도로, 하천 등 공공용 재산

DQ6)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국유재산의 종류는?
➂ 통신, 양곡 등 기업용 재산

DQ6)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국유재산의 종류는?
➃ 문화재 등 보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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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6A5 응답자 담당 국유재산의 종류5: 무체재산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32 96.6 96.6

그렇다 1 22 3.4 3.4

654 100.0 100.0

DQ6A6 응답자 담당 국유재산의 종류6: 기타일반재산

공통문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14 48.0 48.0

그렇다 1 340 52.0 52.0

654 100.0 100.0

DQ6)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국유재산의 종류는?
➄ 특허 등 무체재산

DQ6)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국유재산의 종류는?
➅ 기타 일반재산

38


	kor_codebook_20110196_cv
	kor_codebook_20110196_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