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및 가입 안내



정부, 산업계, 자산운영기관, 투자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자산경영 전문 포럼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자산경영 체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산경영 분야 기술과 학문의 발전, 올바른 인식 확산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관 산업의 성장,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효율적 자산경영 시스템 구축
및 Asset Manager Group 양성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산경영 기술 · 학문의 발전
및 올바른 인식 확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국가자산 운용 정책 수립·제안



그룹1. 전략 및 계획수립

1. 자산경영 정책
2. 자산경영 전략 및 목표
3. 수요분석
4. 전략 계획수립
5. 자산경영 계획수립

그룹 3. 수명주기 수행

11. 기술표준 및 제정법
12. 자산 생성 및 취득
13. 시스템 공학
14. 형상 관리
15. 정비 수행
16. 신뢰성 공학
17. 자산 운영
18. 자원 관리
19. 설비정지 및 가동중지 관리
20. 결함 사고 대응
21. 자산 해체 및 폐기

그룹 5. 조직 및 사람

26. 조달 및 공급망 관리
27. 자산경영 리더십
28. 조직 구조
29. 조직 문화
30. 역량 관리

그룹 2. 자산경영 의사결정

6. 자본 투자 의사결정
7. 운영 및 정비 의사결정
8. 수명주기 가치 실현
9. 자원 확보 전략
10.  설비정지 및 가동중단 전략

그룹 4. 자산 정보

22. 자산 정보 전략
23. 자산 정보 시스템
24. 자산 정보 표준
25. 데이터 및 정보 관리

그룹 6. 위험 및 검토

31. 위험성 평가 및 관리
32. 비상 계획수립 및 회복력 분석
33. 지속가능성 개발
34. 변화 관리
35. 자산 성능 및 건강 감시
36. 자산경영 시스템 감시
37. 경영진 검토, 감사 및 보증
38. 자산 비용계산 및 가치평가
39. 이해관계자 참여

자산경영의 범위

제정법고  객

조직의 전략 계획

투자자들 상업적 환경

자산경영 의사결정
위험

및 검토

자산 정보

전략 및 계획수립

조직
및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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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주기
수행



필요에 따라 분과 신설, 통합 가능

중소·중견기업인들과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대기업·공기업 경영인

자산경영 분야를
 투자·육성하고자 하는
투자가와 자산운용가

·학교
·연구기관
·정책전문가
·투자/재무
·기타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센터장

Framework
총괄 에너지 수도

수자원 운송 Infra
(토목,건축) 통신 제조/장치

산업 국방 연구·교육
센터

·분과위원
·회원(사)

·분과위원
·회원(사)

·분과위원
·회원(사)

·분과위원
·회원(사)

·분과위원
·회원(사)

·분과위원
·회원(사)

·분과위원
·회원(사)

·분과위원
·회원(사)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급사

·수자원공사
·지자체
   시설 관리

·철도
·지하철
·항공
·해운

·공항
·도로
·항만
·대형시설관리
·지자체
·KICT

·유선통신사
·무선통신사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공군
·해군
·육군 정비창
·ADD

가치네트워크
자산경영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인

자산경영 전략과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R&D 리더들과 
정책 경륜가들

자산 소유, 운용기관들을 
지원하고 협업하고자 하는
전문서비스인 및 기업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 IT밸리 705호
전화: 02-786-7799   
팩스: 02-780-4151
e-mail: kamf@nsi.or.kr   
web: www.nsi.or.kr 

   1    연구 및 교육
    

   •자산경영 해설서, 사례집 발간 (Body of Knowledge, 용어집, ISO 55000 안내서 등)

   •자산경영 수준 진단을 위한 평가(분석) Tool 연구·개발

   •자산경영 관리자 육성(역량 함양) 및 인증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가/민간 과제 발굴·수행 및 국가/국제 표준 발의, 개정

   •국가정책 제안 발의 (ISO 55000 인증, 공공기관 투자·관리·평가, 전문가 육성 등)

   2    인증 및 교육
    

   •자산경영 고위과정 운영 (공기업, 민간 제조/장치산업 임원, 정부 관련부처 고위직)

   •자산경영 관리자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 육성·인증

   •자산경영 분야별 실무자 과정 및 자격 제도 운영 (국제공인수준: IAM, GFMAM)

   •사업 현장과 R&D기관 견학 시찰 및 현장 세미나 개최

   3    공론화 및 토론회
      

   •정례 자산경영 세미나 개최 (국회 및 유관 단체, 학회 연계): 반기 1회

   •워크샵/세미나 추진 (전체 회원 대상): 년 1회 이상

   •국제 자산경영 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전문가 및 자산경영 실행 그룹 대상): 년 1회 개최

   4    시상제도 운영
    

   •자산경영 수준 진단을 위한 평가 Tool 활용, 조직/단체 심사 실시

   •해외 전문기관, 언론사와 공동으로 자산경영대상 시상제도 운영

   •자산경영 국제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추진 (연례 행사화)

   5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해외 전문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영국 IAM, Global Forum(GFMAM)

   •국내 전문가그룹(학회, 연구회, 협회, 포럼 등)과 협력

사무국



•각종 포럼 행사 참가: 정례 세미나, 국제 컨퍼런스, 워크샵, 현장 시찰, 회원사 탐방 등

•자산경영 관련 지식, 정보 제공

   - 자산경영 Guide Book, 우수 사례집, 해외동향 Report, 기타 보고서
   - 자산관리, 자산경영에 대한 지식 DB (Archive) 이용

•교육 및 연수 참가 (회원 할인): 자산경영 고위 교육과정, 관리자 육성 및 인증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또는 사업 참여: 전문기관 및 개인의 경우)

•국가/민간 과제 발굴·수행 및 국가/국제 표준 발의, 개정 참여

•연례 자산경영대상 시상 대회 참여 (해외 전문기관, 언론사와 공동 추진 예정)

•국제 네트워크 활동 참여 및 정보 제공

•자산경영(관리) 기초 진단 서비스

   - 기관별 자산경영 진단(분석) Tool 및 Survey Form 제공 (Competences Framework 기반)
   - 산업별 벤치마크 Report 제공 (국내 및 해외)

•우수 자산경영 기관 선정, 시상 (연례)

•국내 및 해외 전문기관 및 기업 연계 및 홍보 지원

•전문가 및 Supply Chain Directory 등재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참여

•국내 및 해외 전문가 및 기관 연계 지원

 개인회원 30만원 1인

 기관회원-1 Star (중소기업·비영리단체) 100만원 1인 *연매출액 100억 미만

 기관회원-2 Ace (중견기업·단체) 300만원 3인 *연매출액 100억~1,500억

 기관회원-3 Premium (대기업) 500만원 5인 *연매출액 1,500억 이상

 이사회원(사) 및 특별후원기관 1,000만원 이상 5인 이상 *별도 후원사 혜택 제공

 구     분 회  비(1년) 회원 등록 인원 비    고

공  통

기관 회원

  

개인 회원

   

연 회 비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IT밸리 705호
전화: 02-786-7799        팩스: 02-780-4151
e-mail: kamf@nsi.or.kr     web: www.ns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