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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공공정책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갈등관계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서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공공갈등의 개념과

지적재조사의 의의,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원인 및 유형, 그리고 각

각의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변

천과 그에 따라 사업이 필요한 이유, 기대효과 등을 통해 지적재

조사사업의 추진방안과 추진현황, 그리고 사업수행과 관련한 갈등

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각

각의 갈등상황(경계 및 면적갈등, 소요재원 마련 및 갈등관리기구

의 설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해소방안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각종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갈등의 큰 변화가 시작

된 시기로 1995년 시행된 지방자치를 들 수 있다. 이 시기를 기점

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국가와 사업시행지역의 주민

간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국가

와 시민단체간으로 갈등이 다양화·복잡화 되었으며, 갈등발생 빈도

도 증가하고 그 심각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은

사회의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나, 공

공정책사업의 지연 내지 표류 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국가와 국민간 및 이해당사자간 대립을 확산하는

등 손실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주요 국책사업은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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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지적재조

사사업(바른땅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다 나은 공공갈등 관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갈

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

행된 후 2030년까지 전 국토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토지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그리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에 관한 갈등이다. 경

계에 관한 갈등은 소유자가 다른,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으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갈등

중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부분이다.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경계설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이의신청이 발생할

경우 후속작업인 면적결정이나 조정금 산정 등이 늦어져 전반적인

사업의 지연요인이 된다. 둘째, 면적결정에 관한 갈등은, 경계설정

에 의해 변경된 면적을 토지소유자들이 인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상황이다. 셋째, 조정금 산정 및 사업비 부담에 관련된 갈등으

로, 증감면적에 대한 조정금 산정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

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업 착수 전에 조정금 산정방식을 결정짓지

못할 때에나 조정금 발생없이 면적을 결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향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한다. 넷째, 의사소통 장애에 관한 갈

등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현장업무 수행자, 토지소

유자와 이해관계인 상호간의 갈등상황이다. 이처럼 지적재조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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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둘러싼 갈등의 요소는 여러 가지이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유

형으로 표출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상황을 분석한 결과 그 해소방안으로 다

음을 제시한다. 첫째, 경계 및 면적에 관한 갈등해소방안으로는 기

초자료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의

업무 협조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으로 조정금 및 사업비에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

기 위하여는 조정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시·군유지를 조정

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장

애에 대해서는 홍보 및 정보 공개를 통한 상호신뢰 확보를 통해

해당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공공정책 사업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사전 예방적 활동이 중요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기

회를 제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공공갈등, 공공사업, 갈등 해소방안, 지적재조사사업

학 번 : 2013-2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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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각종 사회적 갈등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혼란 현상 역시 심화되

고 있다.

우리사회의 민주화, 분권화, 다원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시민의식과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아울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울리는 사회에서 급격

한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수반되어

나타나게 되는 갈등은 다양성의 표출이며 이를 통해 사회의 견제와 균형

이 유지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공공갈등

은 공공정책사업의 지연 내지 표류 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국가와 국민간 및 이해당사자간 대립을 확산하는 등 손실

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제주해

군기지 건설사업,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새만금간척사업, 4대강 사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밀양송전탑 건설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생

산성을 약화시키고 성장의 둔화까지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공공갈등의 큰 변화가 시작된 시기로 1995년 시행된 지방자치를 들

수 있다. 정책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의 이해당사자가 국가와 사업시행지

역의 주민간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국

가와 시민단체간 등으로 다양화·복잡화 되었으며, 갈등발생 빈도도 증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심각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고 조기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

리의 제도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법률로는 ‘공공정책 갈등예

방 및 해결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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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회 법률안’이 있다. 규정으로는 2013년 3월 제정된 ‘공공기

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이 있다.1) 하지

만 현행 공공갈등관리가 대통령령 이외에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시행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기존 대통령령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혹은 사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의가 있지만 다양한

공공갈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다(조성배, 2013).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갈등의 원인과 갈등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인한 토지개발과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갈등, 산림이

나 토양·수자원 등 자연자원의 보호와 개발에 관한 갈등 등 다양한 영역

에서 공공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주요 국책사업은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으로 인

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내재적인 갈등요인을 가지고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 사업)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지적(地籍)의 개념에 관하여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있지만 그 견

해를 종합해보면, “지적은 토지의 표면이나 공중 또는 지하를 막론한 모

든 부동산을 지적행정과 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운용하는

국가의 관리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현대적 개념으로 재해석하

면, 지적은 자기영토의 토지현상을 공적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등록

한 데이터로서 모든 토지활동의 계획관리에 이용되는 토지정보원(land

1) 본 규정에서 밝히는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

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이 정책의 입안·결

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

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초 제

정은 2007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19886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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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roots)이라 할 수 있다(박순표 외, 1996).

토지는 인간생활의 터전이며,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이자 산

업, 경제, 사회 활동의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모든 생산의 기반이 되는

재화이다. 따라서 토지는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국토이지만, 개인적 측

면에서 보면 생활수단인 동시에 이익을 창출하는 재원이기도 하다. 산업

화·도시화의 발전은 토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토지

의 특성상 위치의 고정성과 부증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

고,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수요와 이용을 위한 토지분쟁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토지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적분야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지적공부2)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이 실제 현장

의 경계 및 면적과 부합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地籍不符合地)가 전국 토지의 15%(약 554만 필지)에 달하

는 상황이다.3) 또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연간

약 3,8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종이지적도면이 일제 강

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되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되어 시간

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

사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地籍再調査事業)은 부

정확한 지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토지

경계를 바로 잡고, 오차가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

프라 구축사업으로, 현대적인 측량방법에 의해 재측량을 실시하고 지적

도와 토지대장을 재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의 물리적인 현황과

이용형태 등 일필지의 정보를 조사하여 일원화된 국가기준점 체계를 기

준으로 지적공부와 지상경계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적

2)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항)

3)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3.1.1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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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부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를 구

축함으로써 경계의 복원능력을 향상시키며, 능률적이고 탄력적인 지적관

리체계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토지정보를 가공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가 및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윤한철, 2011).

지적재조사사업은 전 국토에 걸쳐 203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국책사

업으로서 1조 30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4) 사업의 3대 목

표는 국민재산권 보호 지적제도 정착,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

를 현실경계로 조정하고,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직선으로 정리하

는 등 토지활용성을 개선하여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고, 경계분쟁 등 토지

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요인을 해소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며, 한

국형 스마트지적을 기반으로 한 해외시장개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종

래에 발생하였던 토지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는 경계분쟁, 소유권 분쟁 등 다양

한 갈등상황이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 만약 이러한 갈등상황의 대부분이

개별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소송비용 및 사법기관의 업무폭

주로 이어져 자칫 사업 시행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사업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

적재조사사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갈등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갈등현황과 업무진행상의 애로사항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4) 사업예산의 예상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지적재조사측량(9,327억), 세계측지계

변환(528억), 기준점측량(719억), 정보시스템 구축(185억), 예비비(1,074억), 기

타 부과세 등이다.



- 5 -

목적이 있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라 사전 예측 가능한 갈등과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실제적 단계의 갈등의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갈등관리와 대

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관련 분야 종사자라면 그 필요성에 대하여 누

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용과 발생 가능한 민원해결방

안에 대한 연구 등으로 인하여 계속 미루어져왔던 분야이다. 하지만 이

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적불부합지를 바

로 잡고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중이

다.

지적측량민원이란, 지적측량 결과로 나타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담당기관이나 지적측량 수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원인 중에서 직접적이라 할 수 있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불만족이나 오해가 민원인 상호간 또는 측량 수행자와의 갈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5)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지구 내에서는 일반적인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사용 현황에 따른 경계설정으로 인하

여 자신의 기존 면적보다 더 많은 토지면적을 부여받게 된 소유자의 경

우 그것에 대한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고, 반대의 경우로

자신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면적보다 덜 점유하게 된 소유자는 그것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과는

5) 현재는 지적측량결과에 문제가 발생되면 구제수단으로써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와 법원감정측량제도가 있다. 그리고 민원발생 빈도 중 가장 많은 것이

경계복원측량과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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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갈등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법 역시 따로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내용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내용적 범위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 및 그에 대한 갈등 해소방안으

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에 대한 이론과 문제점을 통하여 지적불부

합지에 대해 고찰하고, 그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

아본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갈등접근모형에 따라 사업지구의

경계설정단계, 조정금 산정단계, 의사소통 장애 등의 갈등요인과 그에 따

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둘째, 공간적인 범위로는 지적재조사 시범지역의 사례와 최근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지구를 바탕으로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우리

나라 및 우리와 유사한 지적제도를 가진 대만과 일본으로 한정하여, 지

적재조사가 먼저 진행된 두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위와 같이 설정된 연구범위 내에서 연구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문헌연구이다. 국내외 학술논문 및 단행본, 연구보고서, 그리고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하여 공공갈등의 정의와 유형, 특성 및 공공갈등의

원인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의 개념과 특성, 문제점

을 살펴본 후 지적재조사의 목적과 추진현황을 정리하고 지적불부합지로

인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고찰한다.

둘째, 사례연구방법이다. 예측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전적 단

계와 사후적 단계의 갈등 현황 및 해소 방안과, 실제 추진 중에 나타나

고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해소방안을 정리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대한지적공사 공개자료 및

기관내부자료, 기존의 학위 및 학회 논문, 언론보도, 신문, 각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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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청회 자료 등을 수집한다. 또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된 다양한 문헌을 통하여 정책 갈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

한 갈등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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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제 1절 공공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공갈등의 개념

갈등은 행동주체들간의 대립적인 상호작용을 뜻하며, 여기서 행동주체

는 개인 내지 집단일 수도 있으며, 또는 조직일 수도 있다. 갈등에 관한

정의는 연구목적이나 각 학문분야별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폰디(Pondy, 1967)는 갈등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 정리하

여 ①자원의 부족이나 정책 가치상의 차이 등 갈등행위에 선행하는 상

태, ②스트레스, 긴장, 적대감, 불안 등 갈등상황에 관련된 개개인의 감정

적 상태, ③개개의 갈등상황에 대한 지각, ④갈등행위 등 네 가지로 제시

하면서 갈등은 역동적인 과정으로 잠재적 갈등, 느끼는 갈등, 인지된 갈

등, 현재화된 갈등, 갈등의 결과의 5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하였다(윤일기,

2007).

임동진(2011)에 따르면, 갈등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갈등은 개인간, 집단간 또는 국가간 다양한 수준에서 존재하고 있

다. 둘째, 갈등당사자들간 zero-sum 상황에서 서로 대립되는 갈등의 내

용이 있다. 셋째, 갈등당사자간 이익 등이 충돌하고 있다. 넷째, 갈등당사

자간 동태적 상호의존적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갈등당사자들간의 다른

목표들을 좌절하도록 유발하는 과정이다.

이를 종합하면, 갈등이란 복수의 갈등당사자들이 희소한 자원이나 가

치 등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상황에

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말한다(최구순, 2012).

이상은 갈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이고, 다음으로 공공갈등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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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령 제24429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공갈등을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의하고 있다.

강영진(2000)은 ‘갈등분쟁해결 매뉴얼’에서 공공갈등(공공분쟁)에 대하

여 정부가 정책입안·집행, 사업시행, 법규제정 등 공중의 이해관계가 관

련된 사항을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를 쟁점으로 하는 분쟁이라 정의하였다.

이승우(2008)는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법

규정 제정 등의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전

개되는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정의하고, 공공갈등의 진행단계를 일반적으

로 갈등상승, 교착상태, 갈등안정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하혜영(2007)은 공공갈등이란 정부가 공익추구를 위한 사업이나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상호간 혹은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상호 양립

할 수 없는 가치, 목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이라고 정의하였다.

비록 공공갈등에 관한 연구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모

든 공공갈등에는 다음 3가지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기관’ 내지 ‘공공기관’이 이해관계자로서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논

란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포함

된다. 둘째, 다수의 국민이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포함된다. 따라서

공공갈등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집단민원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셋째,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주요 이해관계자 간에 이견이 노정된다(박홍엽, 2011).

2. 공공갈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사례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갈등문제를 다양

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기에 몇 가지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리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의 연구경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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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 김상구(2003)의 견해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의 원인에 초점을 둔 연구, 둘째 갈등의 해결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

셋째 갈등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 그리고 법·제도적인 면에 초점

을 둔 연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갈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환경과 관련된 시설-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이나 원전시설, 4대강 사업 등-의 입지를 둘러싸고

사업주체인 정부 내지 공공기관과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인간의 분쟁 및 갈등 해결에 초점을 두어 왔다. 갈등의 전개과

정에 초점을 둔 연구도 갈등의 원인규명에 관심을 두기는 하지만 이보다

갈등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연구의 관심을 집중하였다.

1) 갈등의 원인에 초점을 둔 연구

공공갈등에서 협상자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행태 등과 같은 미시적 변

수들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분석 역시 그 동

안 많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이승우(2008)는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하

여 사업지구 주변의 도로 및 환경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초기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는 민원제기와 도로건설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지역주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그 원인으로 규정하고, 제도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윤의영(2000)은 정부간 환경 분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반대

로 협조를 저해하는 요인의 탐색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 이후 발생한

정부간 발생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쟁 및 협력의 중요한 변수로

서 경제적 부담, 상위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지역이기주

의,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효과적인 분쟁조정제도 등으로 파악하였다.

박혜자·최장주(2000)는 위천공단6) 입지 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6) 위천공단의 갈등배경은 1990년 대구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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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원인과 쟁점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지

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분쟁 해결의 필요성과 그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분쟁의 구체적 원인을 입지선정의 비합리성, 비용부

담의 불합리성, 참여 및 절차의 부재, 정책 공동체 의식의 미약 등에서

찾고 있다. 소영진(1999) 역시 위천공단 사례를 통하여 공단지정을 둘러

싼 지역 간 갈등과 그로 인한 딜레마의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

았다. 그의 연구결과 조정기능이 미비하고 정책결정자에 대한 불신이 있

고, 이익과 비용의 분리, 대안의 구체성, 자원의 빈곤, 영역의 중복, 집단

간 세력균형, 요구의 강도, 조직화 정도, 전략적 행동 여부 등이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조건들이 어떠한 구체적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딜레마의 어떠한 형식적인 조건들과 연결

되어 딜레마를 발생시켰는지를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하혜영(2007)은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식별하

고, 이 요인들이 어떻게 갈등해결과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타지방정부 혹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해결하려는 갈등관리의 노력이 실제로 갈

등해결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서 1995년～2006년 6월

까지 국내에서 발생된 갈등사례를 모집단으로 구축한 DB를 활용하였으

며,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갈등해결 수준과 영

향요인들간의 인과성을 검증하였다.

2) 갈등의 해결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

박기묵(1997)은 위천공단 갈등사례를 통하여, 특정 지역의 수자원 이

용을 제한함으로써 당해 지역이 부담하는 비용은 상당히 높아지는데 반

방안으로 낙동강변 달성군 위천리 일대에 250만평 규모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자 낙동강 하류의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취수원인 낙동강 수질

오염이 가중된다며 공단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발하였다.

계속된 갈등 속에서 사업은 표류되었고 결국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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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로 인한 편익은 그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향유되는,

지역 간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에서 지역간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제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순응 확보방안과 강제의 비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기묵도 위천공단 입지갈등 사례의 분쟁해결모형을 연구하고

있는데 대안적 분쟁해결기법의 핵심인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 있다.

배남진(2008)은 공영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공

영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사업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기관과의 갈등의

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대상 개발사례를 갈등의 전개과정, 갈등

원인별, 갈등관리 행위 및 갈등 참여자간 관계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한 후 구체적인 갈등관리 방향을 도출하였다.

윤일기(2007)는 미군기지 평택이전 정책과 기무사령부 과천이전 정책

을 비교분석하여 갈등관리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

출하고,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해 사업담당자들과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의 차이, 인간적인 신

뢰감 형성, 홍보 및 의견수렴 등을 주요한 차이점으로 제시한다.

이용훈(2012)은 공공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 방지의 제

도화를 이야기한다. 즉 공공사업 추진 시 일방적 권력행사(DAD방식)를

견제 또는 금지하면서 대안적 관리방식(ADR)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공공갈등을 포괄적으로 예방·해결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를 통

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나 기관장의 독자적 사업 추진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갈등 발생 후에도 이를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

화함으로써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고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으며,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2013)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실제적으로 표출된 공공갈등 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파

급효과가 크고 제도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갈등이 골이 깊으면서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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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대표성을 띈 4대강사업 갈등사례를 선정하였다. 그는 갈등사례분석을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분석도구로 사용되는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

(IAD framework: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임동진(2011)은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

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발생수준, 공공갈

등관리제도의 운영평가, 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

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른 정책제언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현재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갈등관리제도의 법 개정이

나 제정을 주장하였다.

은재호 외(2011)는 제주해군기지 사례를 들어 국방 군사시설 입지갈등

의 원인과 해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써, 제주해군기지

사례와 같은 불가역적 성격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층 거버넌스 체계(Multi-level Governance) 구축, 합의에 의

한 규칙제정, 그리고 조정 절차와 기술의 도입 및 확산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홍성만·김광구(2008)는 공공갈등관리기구들이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정부 간 갈등관리기구를 중심으

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주요 문제점은 낮은 활용도와 낮은 실효성이라

는 점을 파악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관리의 중요성 및

공공갈등관리기구에 대한 재인식, 비상설기구의 상설기구화와 기구운영

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장의 관심도의 제고 등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3) 갈등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

갈등사례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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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관해 초점을 두는 연구이다. 물론 이

방식의 연구도 갈등의 원인규명에 무게를 두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갈등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연구의 관심을 부여한다.

최구순(2012)은 갈등의 발생단계, 갈등 고조단계, 갈등 지속단계, 갈등

종결단계로 구분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의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박호숙(1994)은 인주공단설립 결정사례를 통하여 단계를 태동기, 교착

과 답보기, 해빙기 등의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하며, 이종열·권해수(1998)

는 정책갈등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갈등 태동기, 갈등 증폭기, 갈등 성

숙기로 구분하여 위천공단 입지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강성철·김상구(2003)는 선행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갈

등과 협력의 요인을 소수의 개별 사례들에 한정하고 있어 이들이 제시하

고 있는 요인들의 설명이나 정책방안의 효용성이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

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례별 다양성과 시기별 가변성 중에서

시기별 가변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따라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을 통해서 갈등의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갈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김상권(2008)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갈등요인과 대응전략으

로 채택된 갈등관리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갈등요

인은 무엇이고 발생한 갈등에 대한 대응전략은 적절했는지, 그리고 사업

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엇이며, 갈등관리전략을

통해서 얻은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설사업을 둘러싼 갈등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환경보전 등을 중

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의 발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찬·반 논리가 전개되었고, 갈등관리방식도 다양하여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갈등관리방식이라는 새로

운 접근방식을 시도하였고, 도시건설을 반대하는 쪽은 위헌소송 제기라

는 법·제도적 갈등관리 방식을 선택하였다.

서보경(2007)은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의 예로써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

업을 선정하였다. 공공정책사업의 대부분이 정부의 미숙한 갈등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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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군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더욱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

관계로 인해 강한 저항이 야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

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갈등관리전환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낸다. 이 사례를 통하여 향후 부단한 갈등양상의

전개가 예상되는, 군과 관련된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해당 사

업별 협상 전 단계부터 정부와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군정책

협의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다.

4) 법·제도적인 면에 초점을 둔 연구

이 외에도 박홍엽(2011)은 갈등관리법안을 중심으로 갈등관리 법·제도

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

후 우리나라의 갈등관리 제도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

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갈등관

리를 제도화할 경우에는 각 부처로 하여금 갈등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정부정책이나 사업의

사전의견수렴절차에의 회부, 정부의 갈등관리 실태·점검의 강화, 갈등관

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성배(2013) 역시 국내의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가 갈등이 발생하

거나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각 실무기관에서 자체 내규를 토대로 의사

결정자 판단 하에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현행 갈등관리가 대통령령 이외

에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시행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 전제하였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관련법 제정을 통해 일정규모 사업에 대한 갈등관리를 강제화하고, 중앙

정부 내 공공갈등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

지고 권한을 가지고 예방 및 해결에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정정화(2012)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등예방기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CNDP(국가공공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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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u Debat Public)와 같은 공공토론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합의형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공공갈등에 관한 연구는 이처럼 연구자별로 갈등문제를 다양한 관점

에서 바라보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갈등에 대하여 먼저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제도적·기술적 원인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하여

발생 유형을 살펴본 후 제도적인 측면을 포함한 갈등의 해결방안에 관하

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지적재조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지적재조사의 의의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 토지수탈과 세

금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거하여 작

성된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측량기술 및 제도의 발전이 이루

어진 현 시점으로 볼 때는 매우 낙후된 제도이다. 더구나 우리사회의 산

업화·도시화의 진전이 단기간에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경계·면적과 실제 경계·면적이 부합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

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가 급증하고, 또한 토지이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적공부의 훼손·마멸이 심화되고 있어 토지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적측량에 근본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오늘날의 지적은 종합적인 국토이용의 기초공부

로서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발달된 측량기술에 의한 ‘정확한 지적도의 작성과 복원 및

국토이용정보의 종합화’라고 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지적관리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손병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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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에서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

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부동산 공시제도의 공

신력을 제고하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적관련 분쟁을 방지하며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한 완결적 지적제도의 구축에 그 목적

이 있다고 하겠다.

지적제도의 한계점들은 1990년대 부각되어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94년 경남 창원에서의 실

험사업을 필두로 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위주로 실시되었다. 2003

년 12월 개정된 구 지적법7)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추진되었다. 2006년 9

월 「토지조사특별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선

시범사업 후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여, 2007년 전국 지적불부합지 일제조

사 후 2008년부터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2010년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

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2011년 지적선진화추진계획이 마련

되었다. 2012년 3월 17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2030

년까지 1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지적재조사의 시발점이 이루어졌다.

7) 2003.12.31 일부 개정하여 2004.1.01 시행됨.

제3조 제2항(지적재조사사업):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

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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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참고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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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 및 유형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경기도

광주시의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례집(2006)을 참고하면, 세부측량 당시에

설치해 놓은 지적측량 원점들의 통일성 결여, 한국전쟁 및 국토개발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의 망실 내지 이동, 부족한 기술 인력에 비해 해방

이후 이루어진 토지개혁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지역

의 지적복구 및 과거 일본인 소유의 토지였던 귀속지를 불하처리하기 위

하여 실시한 집단지 분할 등 수많은 이동지의 급속한 처리, 또 한편으로

는 지적도의 재작성 과정에서 오는 기술적인 문제점 등으로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불부합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토지표시의

부정확으로 인해 토지분쟁의 원인이 되고, 건물의 신축과 같이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등 토지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

며, 이로 인해 지적행정에 대한 불신이 야기된다. 또한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주민들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지역은 지역사회의 화합에 장애가 되

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복형 : 행정구역경계의 토지와 임야가 중복되거나, 서로 다른 축

척에 따른 지구계 불부합, 등록전환된 토지의 경계 등이 착오 등록되어

인접토지간의 경계가 서로 겹치는 형태이다.(그림 a)

② 공백형 : 행정구역 접합지역의 벌어짐 현상, 필지사이의 벌어짐 현

상 등이 있고, 서로 다른 원점지역의 경계 또는 등록전환된 토지의 경계

등이 착오 등록되어 인접토지간의 경계가 서로 벌어지는 형태이다.(그림 b)

③ 편위형 : 대단위 지역에서 부정확한 기준점 등의 원인으로 일률적

으로 위치가 밀리는 현상을 말한다.(그림 c)

④ 불규칙형 : 경계가 일정한 방향으로 밀리거나 중복되지 않고 산발

적으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경계선이 불규칙하게 밀리거나 틀어지는 현

상으로 나타난다.(그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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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치오류형 : 임야내 독립적인 전·답 등 개간지가 측량착오로 인해

정위치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로, 필지의 토지에 대한 형상과 면적은 사

실과 일치하나 다른 위치에 등록된 경우이다.(그림 e)

<그림 2-2>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a. 중복형(축척 1/6000) b. 공백형(축척 1/500, 1/1200)

c. 편위형(축척 1/1200) d. 불규칙형(축척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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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위치오류형(축척 1/6000)

3. 선행연구의 검토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각 연구에서 조사

된 문헌 내용과 개선방안을 참조하여 공통된 사항과 특이점을 파악한다.

1) 경계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배우재(2013)는 지적재조사 시범지구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경계설정

프로세스로 합의경계 중심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가급적 토지대장(등기

부)상의 면적을 확보하여 사법상의 경계를 우선으로 설정하여야 나중의

경계분쟁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

주적인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임형택 외(2012)는 경계설정기준과 관련하여 토지의 현실경계를 경계

결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종래의 도상경계와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경계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자고 제안한다.

심우섭(2011)은 토지경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계

점표지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지상에 설치된 경계점을 등록하고, 경계점

표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RFID8) 기술을 이용한 전자경계점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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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이용을 제안하였다.

연재민(2011)은 경계설정기준의 규정에서 정한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

조물이 특히 소유권이 다른 경우에 명확히 선정되어야 하며,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에 의하지 않고 토지 경계를 정할 때에는 점유를 기준으

로 하거나 연접한 소유자가 주장하는 경계를 평분 또는 불합리한 경계를

보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아울러 경계측정 시 통일 된 기준을 설정하여 등록하여야 됨을 강조

하였다.

2) 경계 및 소유권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백윤철(2006)은 지적재조사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분쟁 해결을

위해 사전조정제도와 경계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제안하였다. 제1단계에

서는 경계분쟁요인을 예측하고, 제2단계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 과정에서 선별된 필지를 중심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별로 충분한 사

전 설명을 한다. 제3단계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경계분쟁조정위원회에

서 합의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재복(2006)은 경계 및 소유권분쟁 해결방안으로, 현재의 대장상 권

리면적도 그대로 담보되어진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사전 홍보함으로써 공

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손병윤(2007)은 경계분쟁 해결을 위해 공익광고를 활용하거나, 여론과

조사를 이용한 홍보, 팜플렛 등의 자료를 배포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적

정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통하여 경계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경계조정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다.

8)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극소형 칩에 상품정보를 저장하고 안

테나를 달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

(참조: 네이버사전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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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2012)은 선행사업지구 분석을 통하여 경계 및 소유권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조정기구 도입

을 제안한다.

3) 조정금 산정9) 방안에 관한 연구

류병찬(2010)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청산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지

적재조사특별법에 청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먼저는 지적소관청이 주관하여

청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정하는 것

을 제안하였다.

김재복(2006)은 청산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청산금의 산정은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면적당 금액을 정하고, 청산금의

납부는 청산기금에 납부하고 지급받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청산금에 이

의가 있는 소유자는 시·군·구에 설치된 위원회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병윤(2007)은 당사자 사이에 청산을 불인정할 때에는 경계에 대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

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청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이를 국·공유지로 귀속하고, 이 경우 어느 당사자의 소유권이 박탈되

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귀속 당시의 현실가격에 의한 청산을 할 것을 주

장하였다.

4) 그 외의 견해

권지영(2013)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품질에 대한 평가와 사회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

9) 이전 연구들에서는 ‘조정’이라는 용어보다는 타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

산’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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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아울러 도면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의 지적

소관청 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보다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대한지적공사(2012)는 우리나라의 미래형 지적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

고, 지적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 지적제도의 운영목적

및 유형 등을 조사하고, 선진 외국의 지적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 미래지향적 지적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국토해양부(2011)는 일본, 대만, 독일의 지적측량 정확도 규정을 검토

하여, 지적재조사사업 및 향후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지적정보의 지속적

인 생산, 유지, 관리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를 하고 고품질의 지적정보 확보를

위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윤한철(2011)은 아시아와 유럽의 외국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조사측량

방법과 실시 비용,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의 지적재조사 실태에 대하여 조

사하고 지적재조사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장우진·이왕무(2011)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진행된 대만의 지적조사 규

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시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창설과 아

울러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

루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의 지적제도와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적제도의 모형을 제시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의 원론적이며

제도적인 연구였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실제 재조사사업지구를 대상

으로 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추진 중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갈등의 시점을 사업계획 수립 전에도 인지가

가능한 사전적 단계와 사업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후적 단계로 분

리하고 각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갈등요인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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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모형

1. 갈등사례의 분석

공공갈등 문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연구방

법에 있어서 계량적 접근보다는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처방

적이고 규범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소유권보호에 기여하고 정

확한 국토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지

만 이미 형성되어 있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혼란의 초래와 이로 인한 재

산권 분쟁의 발생,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보상의 문제 등 다양하고 광범

위한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이해당사자간 갈등발생 소지

가 많은 공공사업이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공공정책으로 보고 갈

등과 관련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갈

등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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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적재조사사업 갈등의 유형

갈등의 유형 갈등의 요인 현행 갈등관리제도

경계설정

·경계의 불명확(제도적 요인)

·토지소유자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

·면적증감 없이 경계설정요구

·토지소유자가 공유인인 경우

·경계설정의 기준 규정

·등록당시의 측량기록 조사

·당사자 간 합의경계 우선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면적결정

·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제도적 요인)

·경계설정에 따른 면적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면적감소에 대한 불만

·이의신청 규정

조정금 산정

·국비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

체에서 전액 부담

·산정방식에 대한 이견(개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이의신청 기간을 규정

사업비 부담
·전액 국비지원이었으나 지자

체와 분담하려는 경향

의사소통 장애

·사업 관련자들 상호간의 의

사소통 부족

·지자체에 따른 수행방법의

차이 존재

·사업시행에 따른 홍보방안

수립(실시계획단계)

·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선행연구를 살펴보아 도출한 공공갈등의 단계를 강성철·김상구(2003)

의 견해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갈등의 원

인을 제공하고 있는 갈등이슈, ②갈등의 단계로서 잠재적 갈등과 갈등의

표출단계, ③이에 대한 갈등해결방법의 강구단계, ④갈등의 해소 및 협력

또는 갈등의 잠복 및 재표출 등이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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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갈등이슈의 특성: 갈등이슈의 특성이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갈등당사자들은 갈등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과 인식을 보여준다. 갈등이 발생하면 그 해결책의 도출이 어

려운 이유는 갈등이슈의 특성에 따라 갈등원인도 약간씩 달라지고, 이해

관계자들의 대응방식도 달라지며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② 잠재적 갈등단계: 잠재적 갈등단계는 외부적 갈등행위 이전의 단계

로서 집단간 갈등의 기본조건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갈등의 조

건이나 원천은 관련집단들에 의하여 인지되어 서로간에 긴장이나 적의,

불안 등을 느낄 수도 있다. 즉 이는 갈등행동 이전의 갈등상황이나, 행위

주체들이 느끼는 긴장, 적대감 등과 같은 감정상태를 주로 의미한다. 따

라서 이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빨리 조치를 취하

여 갈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조치들이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③ 갈등의 표출단계: 이 단계의 특징은 노골적인 갈등행동이다. 말로

공격하거나 정보를 왜곡시키고, 물리적인 대립상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갈등의 표출은 상대방의 목표달성을 방해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행해진

다. 이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분명하게 이슈화되고, 갈등당사자의 확

인이 가능하며, 갈등이 감정적인 차원으로 지각되는 단계이다. 이 때 갈

등에 대해 근시안적으로 대처하거나 미봉책을 사용한다면 갈등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거나 분쟁이 장기화된다.

④ 갈등해결방법 강구단계: 갈등이 표출된 경우 갈등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마련된다. 여기에는 갈등이 표출되기 이전에 해결책

을 모색하는 예방, 표출된 갈등에 대한 협의·협상, 문제해결을 위한 제삼

자의 개입(알선, 조정, 중재) 등의 조치들이 존재한다.

⑤ 갈등의 해소 및 협력: 갈등의 근본원인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서로

간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의미한다. 공공갈등의 완전한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해 갈등 문제 자체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비록 드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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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로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쌍방 갈등당사자들이 예방적 차원에

서 완전한 합의를 도출할 때 가능하다.

⑥ 갈등의 잠복 및 재표출: 갈등의 해결책에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로 남아있는 갈등에 대한 지속적인 잠재성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비록 갈등의 잠복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일지라도, 갈등이

다음 단계에서 재표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때에는 갈

등당사자들이 갈등행동으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

에 최대한 갈등행동의 유발을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이상의 단계들로 갈등사례의 분석모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갈등사례 분석모델

제도적

요인

잠재적

갈등

갈등의

해소 및

협력

갈등의

이슈
갈등

갈등해결

방법강구

갈등의

표출

갈등의

잠복 및

재표출

행태적

요인

출처: 강성철·김상구(2003)를 재구성

이상의 단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갈등이슈의 특성 → 잠재적 갈등단계 → 갈등해결방

법 강구단계 → 갈등의 해소 및 협력

두 번째 유형은, 갈등이슈의 특성 → 잠재적 갈등단계 → 갈등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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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구단계 → 갈등의 잠복 및 재표출

세 번째 유형은, 갈등이슈의 특성 → 잠재적 갈등단계 → 갈등의 표출

단계 → 갈등해결방법 강구단계 → 갈등의 해소 및 협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네 번째 유형은, 갈등이슈의 특성 → 잠재적 갈등단계 → 갈등의 표출

단계 → 갈등해결방법 강구단계 → 갈등의 잠복 및 재표출

다섯 번째 유형은, 갈등이슈의 특성 → 갈등의 표출단계 → 갈등해결

방법 강구단계 → 갈등의 해소 및 협력

여섯 번째 유형은, 갈등이슈의 특성 → 갈등의 표출단계 → 갈등해결

방법 강구단계 → 갈등의 잠복 및 재표출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갈등의 분석을 위한 연구

의 분석틀을 설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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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연구의 분석틀

이해관계자간의

상호작용

갈등해결과정의

투명성

갈등중재안에 대한

수용여부

갈등원인 ➪

갈등전개

➪

갈등관리

➪

갈등결과

·잠재적 갈등

·갈등의 표출

·갈등원인별 대응

·갈등참여자간 관계

·갈등해소

·갈등잠복

출처: 배남진(2008)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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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갈등단계별 변수

사업 단계별 갈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경계설정 단계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비율

· 합의경계로의 유도

· 반복적인 이의제기

면적결정 단계 · 경계설정에 대한 만족

조정금 산정 단계

· 조정금 지급 방식

· 조정금 산정기준 동의율

· 사업시행 지자체의 예산 확보

의사소통
· 사업시행자(해당 지자체)의 추진 의지

·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여부

2. 갈등의 유형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유형은 크게 경계, 면적,

조정금 산정, 사업비 부담, 의사소통 장애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사

업이 완료된 지구 및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시행추진 단계에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상황에 대하여 사례를 통한 갈등의 원인과

진행 상황,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경계갈등의 유형

경계에 관한 갈등은 소유자가 다르면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장 기본

적이며 중요한 부분이다.

토지소유자들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경계설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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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이의신청이 발생할 경우 후속작업인 면적결정이나 조정금 산정

등이 늦어져 전반적인 사업의 지연요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계갈등 유형으로는, 현실경계보다는 합의경계를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지속적인 경계선 수정 요구, 합리적인 경계선

설정을 무시하고 종전 지적경계대로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면적증감 없

이 경계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면적결정에 관한 갈등

면적에 관한 갈등으로는, 경계설정에 의해 변경된 면적을 토지소유자

들이 인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상황,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토지

대장 면적대로 결정되기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

면적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정해진 면적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조정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적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조정금 산정 단계에서 다시금 이의제기가 발생하여

경계설정 단계, 면적결정 단계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3) 조정금 산정 및 사업비 부담

증감면적에 대한 조정금 산정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사업 착수 전에 조정금 산정방식(개별공시지사 또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잠재적 갈등을

안고 시작하는 모습이 된다.

또한 조정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될 수 있는 한 조

정금 발생이 없이 면적을 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려는 경향도 발생한다.

아울러 당초 전액 국비로 지원계획이던 사업비에 대하여, 중앙정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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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4) 의사소통 장애

의사소통 장애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현장업무 수행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상호간의 갈등상황이다.

이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사업시행 및

수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발생하며, 사업시행자와 수행자 간의

연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공청회 내지 설명회 등을 통하여 해

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적재조사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요소는 여러 가지이며, 다양

하고 복합적인 유형으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단일한 원인과 해결방

안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으나 본 논문에서는 공공사업의 성격으로서 지

적재조사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가급적 위 분석모델에 적용하

여 갈등의 유형과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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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요와 갈등상황

제 1 절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방안

1.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변천

일본은 한국을 합병한 후 구한국정부에서 추진하던 토지조사사업을

계승하여 1910년 8월 토지조사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10월 임시토지조

사국 관제를 정한 뒤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사업을 착수하였다. 1912

년에는 토지조사령을 제정하여 토지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

에 주소, 씨명, 토지소재, 지목, 면적 등을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하

도록 하였고, 1918년에는 조선임야조사령을 제정하여 도(道)지사가 정하

는 기간 내에 토지와 같은 사항을 부윤(시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측량성과에 의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소

유권을 조사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토지의 일필지에 대한 위치 및 형

상과 경계를 측정하여 지적도에 등록하였다.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의 소

유권을 신고하게 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지방토지

조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정하였다. 사정(査定)이란 토지소유자와 강

계10)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사정사항은 이를 30일간 공고하고 사정

에 불복하는 자는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하여 재결

을 받게 하였다. 토지대상 등록지의 사정은 도지사가, 재결은 임야심사위

원회가 담당하였다. 토지조사의 성과를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10) 강계(疆界):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임시토지조사국장의 사정을 거친, 소유

자가 다른 토지간의 경계선을 말한다. 그러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도지사의

사정을 거친 것은 강계선이라 하지 않고 경계선이라 하였다. 따라서 사정에

의한 강계선 혹은 경계선은 그 용어만 다를 뿐 법률상의 효력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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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의 성과

구 분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사업 기간 1910∼1918년 1916∼1924년

사정 기관 임시토지조사국장 도지사

재결 기관 고등토지조사위원회 임야심사위원회

조사 측량 기관 임시토지조사국 부(시)와 면

조사 대상 전국 평야의 토지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

도면 축척 1/600, 1/1,200, 1/2,400 1/3,000, 1/6,000

지적공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지적의 환경변화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① 창설단계: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

업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작성 및 토지소유자를 확정함.

② 근대화단계: 1950년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적법제정으

로 비과세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근대적 지적제도를 확립.

③ 정보화단계: 1990년대 이후, 정보화시대를 맞아 토지·임야대장전산

화 및 지적·임야도전산화로 전국 온라인체제 구축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

기반을 조성.

④ 선진화단계: 2012년 이후는 선진화단계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별법」이 제정 및 시행됨.

2. 지적재조사의 개념 및 목적

1) 지적재조사사업의 개념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 사업)은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에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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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및 지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

하는 것이 그 일차적인 목적이다. 당해 토지의 명확한 경계설정과 일필

지 표시를 확실히 함으로써 지적관리체제를 전환하고, 현재의 발달된 기

술 수준에 적합하게끔 지적을 개편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사용하던 측량원점 및 측량기준점을 새로이 구축하고,

통일된 좌표계로 전환하여 정확한 위치를 등록한다.

결국 지적재조사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적측량을 다시 수

행하여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고, 도해지적의 개념에서 수치지적으로 전

환하는 것이다.

<그림 3-1>은 현재 우리나라 위치가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

하여 세계표준과 365m 차이가 남을 보여준다.

<그림 3-1> 지적의 동경원점

2)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목표를 크게 공적

측면과 사적측면으로 나누고, “공적측면에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토지

정책 및 행정수행의 기초자료 제공, 사적측면에는 국민의 토지소유권보

호·토지거래의 안전성 및 신속성을 보장한다”라고 설정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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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제잔재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과적 개선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로 인해

도면정보를 DB로 구축하여 토지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시에 효과적인 지

원을 이루고,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은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

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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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적재조사사업계획 목표

구 분 지적재조사사업의 목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국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

① 측량 및 정보처리 기술혁신

- 수동적인 위치측정·계산체제에서 인공위성·컴퓨터

를 이용하여 자동처리체제로 전환

② 현행지적제도의 전면개선

-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

화 할 수 있는 다목적지적제도로 전환

토지관련 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 및

공동활용

①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

- 현장과 일치하는 토지이용현황 및 면적등록

② 토지관련정보의 공동활용

- 토지관련정보 공동관리를 통해 이중투자 방지·지

적행정의 효율성 도모

대국민 토지관련

민원서비스의 개선

① 토지경계분쟁 민원해소

- 지가상승으로 고정밀도 측량성과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 구현

② 수탈목적의 지적도 폐쇄

- 토지수탈 및 토지세 징수목적으로 작성된 지적도

를 첨단 기술·장비로 재측량하여 전산화

일제잔재 청산

① 일본측량원점 탈피

-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독자적인 측지원점을 설치하

여 국가위상 제고

② 일본식 지명표기 삭제

토지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과적 개선

① 효과적인 토지정책 및 재해관리 예방체제 구축

-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도면정보 DB 구축으로 효

과적인 토지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자연재해, 지하

매설물 사고 등 재해관리 예방체계 구축에 활용

② 첨단 기술인력 양성

- 첨단 장비와 기술의 활용으로 지적전문 인력 양성

③ 통일에 대비한 기술·경험 축적

출처: 내무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본계획” (1995)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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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재조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행정적 측면

지적법은 1950년 12월 15일 제정되었으며, 제1조는 “토지를 지적공부

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라고 법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지적이 현대적인 법규정으로 제

정된 데에는 큰 의의가 있겠지만, 지적의 분야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나 지적측량에 국한하는 한계점도 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은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불부합 문제로 인해 수요자들간

의 토지분쟁과 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지적행정의 불신 및

각종 공공사업 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부합되는 지적정보를 제공

하여 민원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전 국토의 정밀한 재조사측량

과 측지계 변환을 통해 디지털지적을 구축함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유능

한 정부를 실현하고자 한다.

2) 사회·경제적 측면

토지에 대한 인식은 국가와 민족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민

족의 경우 유달리 토지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경문화

가 주를 이룬데다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토의 규모가 영향을 미

쳤다. 더구나 197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토지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편승해 투기붐이 일어나 사회전반에 걸쳐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고, 주택가격이 폭등하였다.

따라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현실적인 부동산 정보를

구축하여 세수증대와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 즉, 조세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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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하여 토지가치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토

지대장 또는 등기부에 토지과세표 이외에도 공시지가, 중과세 현황 등

조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조세행정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김석종,

2005) 아울러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원화11)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

해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간접적 편익으로 사회적 소송

비용의 감소를 제시하였다. 현행 도해 측량체제하에서 지적재조사를 시

행하지 않고 30년간 지속될 경우 토지경계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1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나, 이러한 문제를 도상경계가 아닌 현실경

계에 입각하여 합의·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경우 그에 따른 소

송비용은 약 9조 1200억까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현재 지적도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소송 1건당 비용지

출이 평균 6백만 원, 최대 4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적, 물질적, 시간

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산정하면 그 피해보상액은 평균 9800만 원이며,

최대 100억 원으로 나타나 실제 민원제기나 소송으로는 표출되지 않았으

나, 지적도에 대한 국민의 갈등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이민

석, 2011)

3)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가장 필요성이 대두된 측면으로 지적측량에 따른 측

량분쟁을 해소하여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수행이 가능하게 되고, 국민들

에게 입체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행정적 측면으로는 지적공부의 모든 자료를 DB화함으로써 관련

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11) 현재는 물권공시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토지표시사항은 지적소관청이, 권

리관계(소유권)는 등기소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와

부실등기로 인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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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해진다.

셋째, 경제적 측면으로 토지관련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정부 부처

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새로운 고용창출과 관련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량적으로 약 3조 4천억 원의 직접적 경제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국민불편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분쟁 소송비용 절감

등 포함)으로 1조 5천억 원,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 업무

예산 절감으로 1조 9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첨단 측량

기술 및 선진화된 지적제도의 해외 수출도 기대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측면으로 종합토지정보망이 구축되면 건전한 부동산 거

래 질서가 확립되고 투명한 정보로 공평과세와 세수증대가 실현된다.

제 2 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1. 사업의 추진계획

지적재조사사업은 전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토지

정보를 획득하여 토지행정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고 3D 입체 지적정보 제

공 등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대장이나 도면 위주에서 실지와 지상정보 위주로 토지정보

의 개념이 이동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적정보의 다양성 추

구와 지적제도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본 방향

최신의 측량기법을 이용하여 통일된 좌표계로 전 국토를 수치지적화

함으로써 기존 도해지적의 한계인 정밀성 결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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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며, 지적측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토지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제도를 다목적 차원으로 개편하고, 대장과 도면체계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일원화하며, 현 지목체계를 현실화하고, 등록체계는 2차원 등록

에서 높이와 시간을 추가한 4차원 등록체계로 바꾸고, 축척체계는 용도

별 7종(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에서 지역별

로 도시는 1/500, 농경지는 1/1000, 기타 1/2000의 3종으로 단순화시킨다.

<표 3-3>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방안

구 분 현 행 지적재조사

기본방향

측량방법 도해측량 수치(좌표)측량

등록체계 2차원 등록 4차원 등록

지적제도 법지적제도 다목적지적제도

세부

추진방안

도면체계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지적도파일)

대장체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부(지적부파일)

지목체계 단순화 다양화(현실화)

법정경계 도상경계 경계점좌표

면적단위
도심지역: 0.1㎡

농촌지역: 1㎡
전국: 0.1㎡

등록정보 지표 지표, 지상건축물, 지하시설물

운영체계 일부 전산체계 전면 전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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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 수립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 등 추진 현

황을 감안하여 사회갈등 유발과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2030년까지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단계적·

점진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 방향과 시행기간 및 규모, 사업비의 연도

별 집행 계획, 사업비의 지역별 배분 계획,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대상 필지 또는 면적

의 100분의 20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 추

진하도록 하고 있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단계별 사업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목표(2012년∼2015년): 디지털지적 도입 및 추진기반 마련

⇒ 지구별 사업환경 조성, 지적재조사측량, 세계측지계 변환, 지적재조

사 행정시스템 개발, 부동산통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해외사업영역 발굴

등

② 2단계 목표(2016년∼2020년): 전 국토의 안정적인 디지털지적 이행

⇒ 지적재조사측량,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지적정보서비스, 지목체계

개선 및 부동산공부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해외수출 등

③ 3단계 목표(2021년∼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효과 확산

⇒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전국적 지적재조사 확산, 지적정보서비스 확

대 운영, 지적신기술 도입, 인력 및 산업기반 고도화 등

④ 4단계 목표(2026년∼2030년): 미래지향적 디지털지적 정착

⇒ 전국 지적재조사측량 완료, 디지털지적 정착, 지적 및 부동산 행정

선진화 구현, 지적산업 강국 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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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단계별 사업 추진 일정

3) 추진경과

1994년 8월 당시 내무부 행정쇄신추진위원회는 지적측량민원처리제도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적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지적재조

사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1910년부터 1924년

까지 제작되어 정밀도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과 실제 점유상태의 불부합으로 인해 경계분쟁이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

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되었다. 당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9월 12일 입법예고된 지적재조사법안에 의하면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의 등록·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후 2006년 9월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토지조사특별

법」을 의원입법 발의하였다.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획재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우선 시범사

업을 추진하여 타당성 검토 및 안정적 사업추진 토대 마련 후에 법 제정

과 본 사업추진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시범사업추진 후

법제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자치부는 2007년 전국의 지적불부합

지를 일제 조사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17개 지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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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동경측지계 사용 대신에 세계좌표계

를 적용하고 디지털지적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기

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4> 사업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
공청의견수렴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사업지역확정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

시·도지사 사업지구 선정

일필지조사 및 측량실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

대행기관에서 측량 실시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소유자간 조정 및 합의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경계확정 측량
지적확정조서 작성 및 통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확정 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 신청 지급 및 징수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 토지·건물통합대장 및 디지털 등록

등기정리 촉탁등기



- 46 -

2008년 지적사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디지털

지적구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범사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에 대한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표 3-5>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

년 도 내 용

199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적재조사 실험사업 추진 (경남 창원시 2개동)

1995년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방안」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1996년 지적재조사특별법 입법예고 (내무부 공고 제1996-74)

2000년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계획」수립

- 2001년 감사원 권고에 의해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으

로 전환

2004년 지적법 전문개정 (지적재조사사업 내용 신설)

2006년
토지조사특별법 국회 제출 (국회임기만료로 폐기)

- 과도한 예산소요 등 기획예산처와 협의문제 등으로 표류

2008년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실시 (전국 20개 지구)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적재조사 결정

2010년 지적재조사특별법(안) 입법추진 및 예비타당성 조사

2011년

6월 지적재조사특별법(안) 국토해양위원회 통과

8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 및 국회 본회의 통과

9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12월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완료 (2011년 5월∼)

전국 64개 사업지구 완료 (16,313필지, 16,395천㎡)

2013년
1월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시행

2월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2년∼2030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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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대상은 2009년 기준 전체 3,753만 필지 중 집단

불부합지 554만 필지와 지적확정측량 지역 약 498만 필지를 제외한

2,701만 필지이다. 이 중 2020년까지 지적확정측량 398만 필(6,958㎢), 지

적불부합지 정리 208만 필(3,100㎢),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1,170만

필(36,700㎢)을 완료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나머지 국토의 지적재조사

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4년 8월말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지구는 총 330개 지

구, 102,180필지이며 17개시도, 189개 지자체가 대상이다. 그 중 완료된

현황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표 3-6> 사업지구 추진현황

재조사지구
지구명 필지수 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

합계 - 64 16,198 16,394,993

서울

소계 - 4 535 30,378

성북구 종암동 종암지구 115 17,163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지구 106 13,215

동작구 상도동 상도1지구 - -

관악구 봉천,신림동 (좌표변환) 192 -

은평구 응암,역촌동 (좌표변환) 122 -

부산

소계 - 3 543 95,109

남구 문현동 문현지구 167 49,284

진구 개금동 개금지구 64 14,442

서구 동대신동3가 동대신3지구 312 31,383

대구

소계 - 2 323 67,000

북구 검단동 검단1지구 231 50,000

수성구 지산동 지산1지구 92 17,000

인천
소계 - 1 803 1,956,000

옹진군 덕적면 북리 북리지구 803 1,9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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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계 - 2 605 744,000

서구
벽진동

벽진마륵지구 803 356,000
마륵동

북구 생용동 생용지구 314 388,000

대전

소계 - 3 358 242,000

동구 홍도동 삼괴지구 154 84,000

유성구
지족,반석동 지족,반석지구 92 49,000

외삼동 서당골지구 112 109,000

울산

소계 - 5 879 577,000

남구 고사동 고사지구 259 3,000

동구
방어동 방어1,2지구 322 79,000

화정동 화정지구 41 8,000

울주군
웅촌면 검단,곡천 검단1지구 125 162,000

웅촌면 고연,검단 고연1지구 132 325,000

경기

소계 - 6 1,756 1,655,989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두정지구 501 367,000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신원지구 248 241,000

의정부시 고산동 고산능안말지구 97 121,000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마전지구 220 338,000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백의지구 435 103,614

오산시 서랑동 서랑2지구 255 485,375

강원

소계 - 14 2,094 1,341,295

동해시 발한동(3지구)
돋골지구 35 8,870

사문1지구 166 33,148

태백시 통동(3지구)

육향촌지구
236 237,000

통리지구

솔안마을 82 17,000

삼척시 신기면 대기리 대기지구 128 226,074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연봉1지구 168 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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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둔방마암지구 684 3,671

정선군 화암면 건천리 건천지구 224 317,874

양구군 양구읍 중리 중리지구 75 17,206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송포1,2지구 50 26,169

영월군
상도읍 덕구리

(2지구)

덕구3지구
246 446,139

덕구4지구

충북

소계 - 2 1,306 1,566,000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송학시곡지구 607 793,000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노원지구 699 773,000

충남
소계 - 3 1,317 974,000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고대지구 520 220,000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중지구 258 109,000

부여군 규암면 외리 땅펄지구 539 645,000

전북

소계 - 3 632 710,000

남원시 조산동 농원지구 180 48,000

정읍시 감곡면 진흥리 진흥지구 286 442,000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고산촌지구 166 220,000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봉암지구

전남

소계 - 5 2,150 2,815,000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고절지구 617 877,000

장성군 남면 행정리 행정지구 191 286,000

광양시 태인동 금이지구 66 76,000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봉남지구 501 528,000

함평군 나사면 송암리외 나산지구 775 1,048,000

경북

소계 - 5 1,021 2,007,000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선원리지구 364 1,089,000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대북지구 252 478,000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송서지구 111 50,000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 함참 오동지구 309 386,000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남석1지구 96 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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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http://www.lx.or.kr) 2014.9.14 기준

4) 사업시행자

중앙정부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적재조사기획단이 설치되어 기본계

획의 입안, 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수행하며, 중

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시·도에는 지적재조사지원단

을 설치하여 종합계획의 입안, 사업의 지도와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

원 등을 수행하며,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이를 심의 및 의결한다. 시·

군·구에 설치된 지적재조사추진단은 실시계획의 입안, 사업의 시행, 사업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며,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일필지 경계 결정을 의결한다.

<그림 3-3> 사업 추진 체계

경남

소계 - 5 1,565 1,419,000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모산지구 227 38,000

양산시 평산동 평산마을지구 68 64,000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백곡지구 569 864,000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선소지구 524 374,000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검두지구 177 79,000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오부양촌지구

제주
소계 - 1 1,021 195,223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시흥지구 311 1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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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지적소관

청은 특수법인인 대한지적공사와 전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적측량업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재원조달 계획

총 사업비는 기준점측량비, 지적재조사측량비, 세계측지계변환비, 정보

시스템구축비, 예비비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은 지적재조사측량비로 전체의 78.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지적소관청이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는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비 지원이 불가피하다. 총 소요 예산은

1조 3천억 원이며 사업기간 등을 감안,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20

년까지 41% 수준의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권지영, 2013)

<표 3-7> 사업추진 소요예산

출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22호 참조

아울러 시·도별 사업비 배분은 토지소유자의 참여율이 높고, 기관장의

관심도가 높아 사업조직과 인력지원이 용이하여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

내 용
소요 예산 (억원) 비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기준점 측량 172 496 34 17 719 6.1

지적재조사 측량 1,333 5,003 1,994 997 9,327 78.8

세계측지계 변환 132 397 · · 528 4.4

정보시스템 구축 185 · · · 185 1.6

예비비 180 590 203 101 1,074 9.1

합계(부가세포함) 2,203 7,133 2,454 1,227 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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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

부 장관이 결정한다.

6) 추진방식 및 추진체계

<표 3-8>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방식 비교

출처: 국토해양부(2009), “디지털지적구축사업에 대한 종합타당성조사” 재구성

7) 지적재조사 측량 방법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점측량에는 통합기준점을 활용한다.

세계측지계 체계의 기준점은 국가기준점인 위성기준점과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을 활용하여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의 후속측량에 사용한다.

12) 할인율 가운데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할인율

구 분 지적재조사법시안
지적재조사

특별법안

디지털지적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

연 도 1996 2005 2009

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토지공법학회 국토해양부

사업기간 10년 14.5년 10∼11년

사업비용

6조 7천억 원

(일본의 국토조사비용

에 근거하여 산출)

3조 4천억 원

(건물측량 포함)

3조 5천억 ∼

5조 7천억 원

(사회적할인율12) 적용)

비용부담

국가(60%),

광역(20%),

기초(20%)

중앙+지방정부의

탄력적 분담조정

국가전액부담이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한

탄력적 비율 조정

재원확보

방안
없 음

지적공부관련 수수료

지적측량 수수료

목적세 신설, 부담금

국공채발행,

공적자금활용

목적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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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해당필지별 최초 등록된 면적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실제 필지면적과 등록된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재조사사업에서는 도상경계값이 아닌 지상경계값을 이용하여 새로 측정

된 값으로 면적이 확정된다.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공부등록 시 현재는 미

반영 되고 있는 토지이용현황조사, 지하시설구조물 등 현황조사, 경계 등

조사내용, 측량현황의 세부항목을 반영하여 진행과정을 기록한다.

2.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사례

정부는 사업추진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방향을 검증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국 3개 시·군에서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을 실시하였다.

완료된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신 측량기술로

국토를 디자인한 결과,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건축물 저촉 등 토지경계

분쟁 해결로 토지가치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였다.

사업예산은 3억 7천만 원이며,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

을 추진하였다.

오산시 서랑지구에서는 현실 경계보다는 토지소유자끼리의 합의를 통

한 경계선 조정으로 권리면적을 확보하였으며, 함평군 학교지구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로 확정하였다. 권리면적의 증감에 대해서는 조

정금으로 정산하였다.

<표 3-9>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추진 현황

시군구 필지수 면적(천㎡) 불부합 유형

경기 오산 633 782 중첩, 불규칙

충남 금산 369 304 위치오류

전남 함평 620 260 편위, 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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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갈등의 주요 쟁점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

으로 해당 지구 주민들과의 갈등을 안고 시작하며, 갈등관리에 대한 인

식의 정도나 사업추진 주체들간의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 예로, 충남 논산시에서는 사업시행 전에 주민간 갈등을 우려하여

민원발생 차단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경계결정·정산 방식의 차이로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

이다. 전북 군산시 역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면서 면적 증감분에 대

한 소유권 이전 문제 등이 관심사로 떠올라 주민들이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갈등의 요인은 경계나 면적 등 한 가지에 대한 불만이 그 원인인 경

우가 있는 반면, 각 갈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1. 경계에 관한 갈등

지적에서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토지인 일필지의 구획선

을 의미한다. 경계에 관한 갈등은 소유자가 다른,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으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갈

등 중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대한지적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지적재조사 지구

중 41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 지연사유 중 경계조정 지연으로

인한 원인이 36%에 달했다.

1) 경계 갈등의 요인

첫째, 경계갈등을 가져오는 기술적 요인은 기존 측량 방법상의 불가항

력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의



- 55 -

성과차이이다. 우리나라 측량기준점은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망실되어 나

중에 이를 복구하였으나 기존 성과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차이는 지적불부합으로 귀결되어 경계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권일혁, 2010)

둘째, 제도적 요인으로 지적도와 임야도가 나누어지고, 그 축척 역시

7종(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으로 구분되

어 도면의 축척이 다양함으로써 연속된 토지 간에도 접합이 어려워 도면

접합에 따른 불부합을 양산하고 있다.

셋째, 행태적 요인으로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지적소관청)간, 정부와 사업수행자간, 정부와 개인간,

사업수행자와 개인간,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 등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경계확정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인접 토지소유자에 의한 경계표지

임의손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제370조

에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규정된

갈등예방책이다.(박영민, 2012)

경계설정의 기준을 살펴보면,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

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가 그 기준이 되는데, 해당 기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시 측량기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를 설정할 수 없

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는 현실경계와 도면상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가 현실경

계와 크게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

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의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실경계를 그 경계설정기준으로 하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의미와 더

욱 부합한다.

현실경계와 등록 당시의 경계가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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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발생한다. 예컨대 특정 사업지구 내에서 일부 필지는 현실경계에

따르고 다른 일부 필지는 등록 당시의 경계에 따를 경우, 두 가지 경우

가 너무 상이할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당사자간 합의경계에 동의할 경우, 합의경계는 현실경계에 비해 우선

하는 경계설정기준을 가진다. 이럴 경우에 지상에는 존재치 않는 경계선

이 만들어지고 후에 양측 토지소유자들이 지상에 명확한 경계표식을 설

치하지 않을 때 후대에 경계분쟁의 소지가 된다.

반면 도상경계를 감안하지 않고 현실경계만으로 경계를 확정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조정금 적용 대상 필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는 문

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명확한 구조물에 의한 현실경계로 확정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들이 그 경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복원측량을 요구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실무적으로 볼 때도 지적재조사사업이 도상경계를 현실경계로 전환시

키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현실경계와 점유경계를 찾는데 있어

도상경계가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도상경계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 현실이다.(대한지적공사, 2012)

2) 경계갈등의 유형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시 경계결정에 관련한 이의신청은 다양한 유형

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경계와 관련하여, 현장에 설치된 경계점표지

와 지적도상 경계점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 소유자 본인이 잘 알

지 못하는 필지 경계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으로 인해 경계복원이 수반

되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 있는 구조물을 기준으로 하여 필지별 면적에 맞추어 경계를

설정하였으나, 그 중 한 필지의 임대경작자로부터 기존 경작부분을 확보

해 달라고 요청되어 다시 경계를 수정한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중 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기존 경계와 확정경계설정 부분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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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판결로 인해 확정 경계선 설정이 다시 이루어져

야 하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또한 주위 필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웃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의 의견차이로 인해 건물이 저촉됨

에도 불구하고 확정 전 지적선대로 경계를 설정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

거나, 재조사로 인한 경계설정이 자신의 토지 이용에 있어 불합리하다며

재측량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용현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현실경계에 준하여 대

장면적을 맞춘 확정선이 이용현황과 차이가 발생하여 면적증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나, 해당지 중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분을

현황에 맞추어 인접 국유지도로로 편입하여 경계설정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 경계설정이 일방적으로 옆 필지에 유리하게 확정되었다고 생각하

고 줄어든 면적만큼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등이 있다.

3)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계선 자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면적

의 증감에 따라 확정경계선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

다.

① 경계결정의 불합리를 제기한 사례: 경기도 00시 00지구의 예로, 인

접 필지(51-6번지) 토지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경계를 확정하

였다고 주장하며 줄어든 면적만큼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례임.

종전도 확정도 신구대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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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전 지적경계대로 조정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 00시 00지구의 예

로, 해당지 328번지에 대하여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필지 양쪽으로 지

나감을 감안하여 경계를 설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는 구옥 철거 후 신축

과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전 지적경계대로 조정을 요구한 사례임.

③ 면적증감 없이 경계결정을 요구한 사례: 해당지 220-1번지 토지소

위성사진 이의신청 사항

종전도 확정도 신구대조도

위성사진 이의신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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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는 기존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건물을 건축하였기에 현실경계를

감안하되 면적이 줄지 않도록 경계설정을 요구함.

④ 경계설정에 대한 번복으로 반복 민원을 제기한 경우: 경기도 00

군 00지구의 사례로, 해당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필지에 대해 설정된 경

계선 수정을 요구하고, 수시로 사업시행자 내지 측량수행자를 방문하여

합의된 경계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번복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함.

해당지와 연접하여 경계설정 수정 단계를 거치는 필지가 5필지임을 감안

할 때 사업이 장기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⑤ 한 필지의 토지소유자가 공유인인 경우: 필지에 대한 공유인이 다

수일 경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계 및 면적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가 더욱 많아져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김

종전도 확정도 신구대조도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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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몇 가지 예를 통하여도 알 수 있듯이 경계설정단계에서 과도하

게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존재하여, 경

계설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2. 면적결정에 관한 갈등

1) 면적변경에 따른 갈등

면적변경에 따른 갈등요인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경계의 확정

은 도상경계보다는 현실경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명확한 구조

물에 의한 현실경계 위주로 경계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면적의 증감

에 의해 토지소유자들이 그 경계와 면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특정 필지의 현실경계에

맞추어 경계를 확정하고, 이 과정에서 이웃하고 있는 다른 토지소유자의

필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로 인해 연

접된 필지들의 경계가 변경되고 그 결과 필지면적의 증감이 초래될 경우

면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초래 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대장상의 면적과 실제 토지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가

많음을 감안할 때 면적 변경으로 인한 잠재적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현실경계를 측량하여 얻어진 면적이 기존의 대장상의 면적과 상

이하게 되면, 지금까지 행해온 재산권 행사의 침해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다. 예컨대, 대장(등기부)에는 660㎡(약 200평)로 등록되어 있고, 국가

가 이를 토대로 부과한 각종 조세(예컨대, 과거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에 대한 의무이행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644㎡(약 195평)가 정확한

면적이라고 한다면 16㎡(약 5평)의 감소면적 만큼 과세기준이 잘못 산정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5년이라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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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적용하여 정산하면 될 부분이지만, 시효기간에 대한 토지소유자

들의 불만이 따를 수 있다.

또한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용익물권 등의 권리관계

에도 분쟁의 소지는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저당권을 설정

한 면적이 줄어든 경우, 당해 권리객체를 재감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요구

된다.(손병윤, 2007)

2) 면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

경계의 설정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면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가 많으며, 경계를 재설정해서라도 기존의 대장면적을 맞춰주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

① 최대한 면적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한 사례: 경기도 00시 00지구

의 경우, 해당지 51-3번지에 대해 확정면적(336㎡)이 종전면적(367㎡)에

비해 많이 줄어들게 되므로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

례임.

종전도 확정도 신구대조도

위성사진 이의신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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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장면적대로 결정되기를 요구한 사례: 00도 00군 00지구의 경우

로, 해당지 324번지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

지 못하고 경계를 재설정해서라도 종전면적(기존 대장면적)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함.

종전도 확정도 신구대조도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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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금 산정을 둘러싼 갈등

제도적으로 특별법에 의한 규정에서는, 조정금 산정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게 되어있다. 그

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을 두고, 토지소유자들간의 의견차이가 나오게 되

는데 조정금을 납부하는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로, 반대로 조정금을 받

는 소유자는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서 갈등의 요인이 발생한

다.

1) 조정금 산정 기준

이전 연구들에서는 필지면적증감의 해결 방안으로 청산을 제시하였다.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서는 “지적

소관청은 축척변경13)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도시개발법」등의 청산의 개념을 그대로 차

용한 것으로, 이때의 청산의 의미는 사업추진 결과 발생되는 과부족분에

대하여 시행자가 부당한 이득자로부터 과액을 징수하고, 손실을 받는 자

에게는 손실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조항에서는 필지별 증감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청산에서 제

외하도록 하였으나, 특별법에서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법에서는 조정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지적재조

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과 더불어 바로 잡아간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13)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

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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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2010)의 연구에 의하면 지적분야와 관련된 전문가(지적직 공무

원, 대한지적공사 직원, 부동산 관련학과 교수, 기타 관련직)들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장 큰 해결과제로 청산금 산정

(조정금)을 꼽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조정금 산정 방법으로 근사평가액

-연계 표준지만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토지의 감정가격에 상응하는 비용

산정 방법-을 최선호로 꼽았고, 그 다음이 감정평가액이었다. 개별공시

지가에 의한 청산방법은 비선호대상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증감면적에 대한 조정금

산정 기준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디지

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청산유형을 살펴보면, 청산기준 미확정 6개 지구

와 개별공시지가기준 적용 1개 지구를 제외한 10개 지구가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청산기준을 적용하였다. 동일한 시범사업 임에도 그 청산기준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등 지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에 맞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어 청산기준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각

지구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청산참여율의 저조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로 연

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감정평가액의 경우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

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선호하고 있으나 전체 필지의 추가

적인 감정평가 비용 등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선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입장차이로 인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개별공시지가 또

는 감정평가액으로 기준을 정한다.

조정금 산정방안에 관한 협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토지소유자의

참여가 있어야 하며, 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역시 소유자들에게 전달

되어야 갈등의 여지가 없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막연하게 인식하던 토지소유자나 찬성의 의사

를 가진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조정금의 납부고지를 받게 될 경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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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조정금액이 본인이 생각하던 금액과 차이가 많다

고 느끼거나 조정금 산정 시에 자신의 의견이 배제되었다고 생각하게 되

면 이의제기를 하는 등 갈등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계결정이 확정된 후 필지 경계에는 변화가 없이 지적공부상의 면적

이 늘어나 조정금을 납부하게 된 토지소유자는 종전의 토지 그대로인데

왜 조정금을 내야 하느냐는 항의를 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지적공부상

의 면적이 줄어든 토지소유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

통령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는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되거나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관하

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는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다. 따라서 자신의 토지면적이 증감함에 따라 조정금액에서 불이익을 받

았다고 느끼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

에 만족하지 못한 이는 소송을 통하여 그 불만을 표출하게 된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4항에서는 “지적소관

청은 조정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5항에서는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

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적

소관청의 장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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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

은 읍·면 단위 지역인데 사업지구의 확대로 인해 필지당 지가가 높은 동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을 때 6개월 이라는 기간이 조정금을 청산하기

에 충분한 기간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조정금

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14)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되므로 소유자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토지조사위원회’의 토지보상 갈등과 관련되어 처리된 토지수

용재결현황을 살펴보면 <표 3-10>와 같다.

<표 3-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연도별 재결현황15)

(단위: 건)

출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http://clt.molit.go.kr)

14) 국세체납처분: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국세(國稅)의 강제징수절차이다. 공법상

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지

방세법 제28조), 실질적으로는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일반적 강제집행절차로

되어 있다.

<자료출처> 네이버(http://www.naver.com)

15) <표 3-10>에서 수용재결이란, 사업인정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

(토지소유자) 간에 보상협의가 안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게 되는 절차이다. 이후 이러한 수용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이의재결이라 한다.

구분

년도
상정안건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심판 협의성립

2011 3,244 1,592 1,319 165 58

2012 2,362 1,186 899 134 52

2013 2,785 1,376 1,108 107 82

계 8,391 4,154 3,326 406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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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의 현황을 살펴보면, 3개년도 전체 상정안건 가운데 사업시

행자가 신청한 수용재결은 4,154건이고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이의재결은 3,326건에 달한다. 따라서 이의재결이 수용재결의 약 80%에

달해 토지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행정심판

단계까지 이른 경우도 약 5% 가까이 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시에도

갈등관리와 민원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지구 선정이 주로 지적불부합지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토

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이 문제

가 해결된 경우, 해당사업 지구의 지가는 상승될 것이고 조정금 산정 결

과가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소유자와 그렇지 못한 소유자간에

갈등이 발생한다.(권일혁, 2010)

3) 조정금 처리의 어려움

디지털구축 시범사업(2008년∼2010년)을 살펴보면, 사업지구선정이나

경계확정의 단계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나 청산금 산정 불만

및 납부거부로 지적공부정리 실적이 저조하였다. 청산금이 시범사업 추

진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특히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대

부분 농지나 임야가 산재되어 지가가 저렴한 지역이며, 시가지처럼 지가

가 높은 지역은 청산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았다.

청산의 유형을 살펴보면, 청산에 대한 반대가 심하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면적증감에 따른 금전청산이 곤란하여 대장면적에 맞게 경계를

조정한 경우, 토지소유자간의 협의로 면적증감 없이 경계를 확정하여 청

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도 조정금 산정을 둘러싼 갈등의 여지는 크다.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금 산정 방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결정이 지연

되거나, 조정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경계조정 단계를 거치는

경우, 대장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조정금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될 수 있는 한 조정금 발생이 없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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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료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12년도 사업지구를 살펴보면, 영세민 거주지역일 경우 조정

금 징수가 어려워 사업초기에 조정금 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면적증감 최소화를 위해 면적조정 후 현장을 재관측하여 지연되는

사례,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의 경우 당초 현실경계로 결정하여 진행

할 계획이었으나 감정평가 대상 필지 수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면적

증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변경하여 지연된 사례가 있다. 여

기에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사업

지구별 최적의 산정방법을 도출하여야 하며, 조정금 징수·지급완료 후

징수금이 많은 경우 지자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부족분은 지자체 예산으

로 지급한다.

충남 00군 00면 00지구의 경우, 심의 완료 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

정된 590필지에 대하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할 시점인

데도 아직 조정금 산정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차후 조정금을 둘러싼 이

의신청이나 그로인해 경계 및 면적이 수정될 가능성을 안은 경우도 있

다.

4. 사업비 부담에 관련한 갈등 상황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던 초기단계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갈등 상황

이 사업비 부담에 관한 부분이다.

2013년도 말 국토교통부는 이미 고시된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상

의 연도별 소요예산 총괄기준에 맞춰 841억 원을 2014년도 예산안에 편

성해 요청하였으나 예산심의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대폭 삭감한 30억

원 정도만 반영하였다.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국회에서는 다시 80억 원으로

증액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계획에 맞춰 세부적인 재조

사 시행계획을 세운 각 지자체와 대한지적공사 등 사업 수행 기관의 계

획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예산 삭감에 대하여 기재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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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조사사업으로 토지가치 상승 등 혜택을 보는 개인 및 지자체가 사

업비를 부담해야 하며,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업내역 및 물량의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기재부의 논리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다

르고, 디지털지적 완성을 통한 국가 인프라 구축이라는 특별법의 취지와

도 맞지 않는 것으로 지자체와 해당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15년도 예산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토부는 당초 300억 원을

기재부에 신청했지만 150억 원으로 50%가 삭감되었다.

예산삭감으로 인해 정부의 약속이 번복되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

어진 측면과 아울러, 정부 부처별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

리도 커지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던 공간정보산업 지원정책이 휘

청대고 있다. 공간정보 핵심사업 중 하나인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예산

이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대폭 삭감됐다...(중략)... 공간정보는 이번 정

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간정보는 다양한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간정보산업이

창조경제를 이끄는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부처는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

(2013∼2017년)’을 통해 정부는 공간정보 융복합의 핵심기반인 지적도

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2013.10.17일자 4면)

지적재조사 예산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203억 원이 배정, 집행

되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21.6%에 불과한 475억 원 밖에 배정되지 않

았다. 이렇게 되면 목표 시점인 2030년까지 완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재조사 관련 예

산 배정과 집행자료를 분석하여 2042년에야 사업완료가 가능하다고 예측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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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지적재조사사업 계획대비 추진현황

(단위: 억원, %)

자료: 국토교통부

5. 의사소통장애에 따른 갈등

의사소통장애에 따른 갈등은 사업시행자(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업무 수행자, 그리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간에 의사소통이 부

족하여 발생하는 갈등상황이다. 이는 서로간의 갈등양상을 보이기도 하

지만 사업시행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이견이 생길 수 있

고, 사업수행자인 대한지적공사와 일반 지적측량업체간에도 갈등의 여지

가 있다.

이와 같은 상호 의사소통장애에 따른 갈등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해석,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다. 지적재조사법안이 추진될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특별한 홍보방안이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커뮤니

케이션 수단 등은 강구되지 않았고, 재조사에 관한 홍보방안이 논의된

것은 2005년 이후의 일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장애의 사례로는 공영택지개발사업인 분당지구 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분당지구 주민들이 본인들의 토지가 수용된다는 사

연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2 2013 2014 2015 ∼2020 ∼2030

기본계획 13,017 26 239 841 1,097 7,133 3,681

예산

반영

배정예산 475 30 215 80 150 - -

증감 - +4 -24 -761 -947 - -

계획대비

비율
3.6 120 90 9.5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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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최초로 인지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이며 그 이후에도 사업과 관

련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업시행자와 주

민과의 초기단계 의사소통은 언론보도를 통해서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

은 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거부하고

갈등은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주민들과의

사전단계 의사소통(정보 교류)의 부재가 갈등 발생의 한 원인이라는 것

이다. 아울러 사전홍보 및 설명이 부족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지적불부합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 사업추진 동력의

약화와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

특별법 제7조에 의해 사업지구의 지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 3-12>, <표 3-13>은 사업지구 필지별

동의서 징구현황과 소유자별 동의서 징구현황을 나타낸다.

<표 3-12> 사업지구 필지별 동의서 징구 현황(2012년도)

지역 시·군 지구명
전체

필지수

동의서 징구 동의비율

동의 미동의 불명 동의 미동의

계 1,058 832 193 33 79% 18%

경

기

도

A시 a지구 97 70 24 3 72% 25%

B시 b지구 499 430 45 24 86% 9%

C시 c지구 248 186 60 2 75% 24%

D군 d지구 214 146 64 4 6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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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사업지구 소유자별 동의서 징구 현황(2012년도)

※ 두 표의 이니셜은 동일 시·군 및 사업지구를 의미함

위의 네 시·군 모두 규정에 명시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

시행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지만 D군의 경우 필지별 동의서 징구와 소

유자별 동의서 징구시 미동의 비율이 각각 30%에 달했다. A시와 C시의

경우 역시 그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어 사업추진 시작부터

갈등의 요인을 안고 시작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다른 여

건 등이 작용된 결과이겠지만 재조사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부족에서

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또한 사업의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지적소관청)마다 수행방법에 있

어서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나 경계조정 및 결정 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사업수행을 하는 대행범위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업무연계성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지연의 이유 중 하나로 인사

이동으로 인해 지적소관청 내지 대한지적공사의 담당자 변경이 꼽혔다.

이렇게 될 경우 업무를 파악하는데 다시금 시간이 필요하며 연계성이 떨

어지게 된다.

지역 시·군 지구명
소유자

총수

동의서 징구 동의비율

동의 미동의 불명 동의 미동의

계 514 371 122 21 72% 24%

경

기

도

A시 a지구 50 35 12 3 70% 24%

B시 b지구 162 124 24 14 77% 15%

C시 c지구 88 66 22 0 75% 25%

D군 d지구 214 146 64 4 6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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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갈등 해소방안

제 1 절 경계 및 면적갈등 해소방안

1. 경계결정의 기준과 기본 준비 사항

1) 경계결정의 기준

대한지적공사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지적재조사 지구 가운데

41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 경계 결정 방법으로 현실 경계에 의

해 경계를 결정한 필지는 총 6,909필지 중 3,194필지로 46.2%이며, 등록

당시 경계는 2,814필지로 40.7%, 합의 경계로 결정한 것은 901필지

13.1%로 나타났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에 의해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을 알아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지상 경계결정 기준 내 용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구조물 등의 중앙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구조물 등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이 토지에 절토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

가 되는 선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 쪽 어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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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1>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

권에 따라 지상경계 결정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 설치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토지취득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도시계획관리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지역

의 도시관리계획선을 분할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분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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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경계설정의 기준”에 따르면, 지

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①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

실경계로 결정하고 ②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하며 ③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④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만, 국유지·공유지가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를 구성하는 때에는 제외)

<그림 4-2> 경계결정의 도식적 기준

출처: 이정빈, 박상갑(2012) p.179

2) 기초자료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필지 조사이

다. 일필지 조사는 경계갈등해소를 위한 기본조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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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하면, 일필지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일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불부합지의 기초자료조사는 먼저 사업지구의

지형적 여건이나 지역관습에 대한 조사와 토지소유자의 구성형태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해당지역의 도로 및 임야지형, 토지에 대한 지역주

민들의 관념, 종중·학교법인·종교단체의 토지 등 그 지역의 제반 여건 구

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한다면 보다 원활한 사업수행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정확한 필지 수 산출 내지 면적조사를

통해 등록사항 변경 대상토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불부합이 발생

하는 원인 및 지적기준점과의 부합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2. 면적조정에 따른 경계설정 조정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일제강점기이며 당시

의 현황을 기준으로 지적도 및 임야도가 작성되었기에, 도면상의 경계와

대장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이다. 그러므로 도면상의 경

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할 경우 조정금을 산정해야 할 필지수가 과다

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실제 지적재조사사업 시 경계를 결정한 유형을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전이나 답이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조정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경계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건축물이 많은 주거지역의 경우

에는 현실경계로 결정하거나 미세하게 조정되는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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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사업지구 경계확정 유형(2012년도)

※ 앞의 <표 3-12>, <표 3-13>과 동일한 사업지구임.

이 외에도 경남 산청군 오부면 양촌지구의 경우, 확정토지 548필지

67만 7,216.2㎡ 중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

경계로 결정한 것이 371필지, 합의에 의한 경계결정이 64필지, 등록할 때

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113필지로 결정되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래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에 맞게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실경계위주의 결정이 필요한데, 실제 사업

지구 경계확정 방법은 현실경계, 합의경계, 경계복원(도면상의 경계) 등

을 복합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면적변경으로 인한 갈등을 최

소화하고 그에 따른 조정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업

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경계에 의한 경계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며, 현실경계가 명확하지 않

은 부분에 대한 경계결정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특정 구조물이 있는 필지는 일단 구조물을 기준으로 경계

지

역
시·군 지구명

일필지 경계확정 방법 (필지 수)

계
현실

경계

합의

경계

경계

복원

현실경계+

합의경계

경계복원+

합의경계

등 기타

계 1,707 565 277 145 271 449

경

기

도

A시 a지구 97 8 0 7 73 9

B시 b지구 499 99 39 3 98 260

C시 c지구 248 31 212 0 0 5

D군 d지구 387 368 0 19 0 0

E시 e지구 275 0 0 100 175

F군 f지구 201 59 26 11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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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먼저 설정한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을 감안

하여 조정하는 방법이다.

3. 경계의 결정, 이의신청 및 확정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

되,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불복하는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

에 결정을 하고,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

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경계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경우 단기간에 이루

어질수록 큰 갈등 없이 권리관계가 신속히 확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는 반면, 불복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은 보다 긴 현행 60일을 부여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선 단계인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 설치 시에 토지소

유자, 이해관계인을 입회시켜 갈등사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다.

토지소유자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제13조에서는 그

기능으로써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신청,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등과 아울러 일필지조사에 대한 입회,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

계점표지의 설치에 관한 입회도 규정하고 있다.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측량작업지침에는,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때에는

선행 사업에 관계되는 토지의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

인을 현지에 입회시킬 수 있으며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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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이 입회를 거부한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여 경계갈등 관리에 노력하였다.

만약 경계선이 견고한 담장이나 옹벽 등과 같은 구조물과 일치하지

않게 결정되었다면 담장이나 옹벽을 결정된 경계선과 일치하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의 수정 없이 합의로서만 그친 경우, 향후 해당

필지에 대한 권리변동 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계점

표지 설치가 필요하다. 표석 등의 영구 보존이 가능한 경계점을 설치하

여 향후 토지소유자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합의로 경계를 결정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합의로 경계를 결정한

후 경계선에 대한 명확한 구조물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다

른 형태의 지적불부합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공부에 가칭 ‘지

적현실경계 불일치 토지’라고 기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 관리한다면, 후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지적공부에 기재된

내용을 공시함으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대한지적공사,

2012)

제 2 절 소요재원 마련 및 갈등관리기구 설치

1. 조정금 등 예산 확보 문제

조정금 산정은 면적결정에 따라 나타나는 후속조치이며, 토지소유자

및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그렇

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량되어진 경계가 면적결정으로 인하여 수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진행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2008년∼2010년)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촌지역에서 도·농 복합지역 및 도심

지역으로 갈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경계의 조정작업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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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산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이어져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계 및

면적조정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범사업 실적 저조

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조정금에 관

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현실

경계보다는 면적증감이 없는 합의경계로 유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

라서 또 다른 불부합지를 발생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경계로의 결정

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조정금으로 사용할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예

산 확보 방안으로는 사업추진비와 함께 조정금도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

와 특별회계관리 등의 방안이 있다. 조정금의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국비로 지원하는 부차적인 방법도 모색

해 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업지구 내의 시·군유지를 조정금으로 활용하는 방

안이 있는데, 이는 00군에서 실제 사용한 방법으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

해야하는 군의 입장에서 군유지를 조정금으로 활용한 예이다.

특별법 제20조에 의해 조정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

정평가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 추진 중에 조정금 산정

방안을 결정하게 되면 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을 납부하는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감소로 인해 조정금을 받는 토지소유자 간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조정금 산정방식

에 대해 토지소유자들간에 합의를 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구 소유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홍보하여 구성을 독려하고 사업 전 합의를 통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갈등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업의 진척도 역시 빨라진다. 이

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영암군, 경북 청도군, 경남 창원시, 경남

의령군, 경남 하동군의 경우 공시지가로 결정하였고, 감정평가액으로 사

전에 결정한 경남 양산시, 전북 남원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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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정금 산정과 경계 및 면적 결정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합의

경계로 결정되어 양측 토지소유자들이 면적에 대해 인정하면 조정금 산

정 절차가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현장에 구조

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구조물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서도 미리 협의되어야 사후 갈등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바른땅 소식지 제4호(2014.3.10일자)에 보면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논의사항 중 경계설정·면적증감에 따른 분쟁의 해소 및 지자체 등의 사

업비 일부 분담 등에 대한 부분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 내에서도 예산을 둘러싼 이견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지자체에게 사업비 부담을 강요

하는 기재부의 논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조정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

업비 부담을 떠안기에는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지방재정정보 공개

사이트인 재정고(http://lofin.mospa.go.kr)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 234

곳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의 전국 평균은 2013년 기준 50.06%였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이 86.07%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5.48%로 가장

낮았으며, 광역시도 가운데 50%를 넘는 곳은 단 6곳에 불과하였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자립도의 평균은 시

37.47%, 군 18.23%, 구는 33.1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자칫 사업 자

체가 표류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비 전액은 국비로 부

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2. 갈등관리기구의 실효성 차원

정부는 일반적으로 정책 추진 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

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갈등관리기구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공공갈등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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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기존 공공갈등관리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낮은

활용도와 낮은 실효성이다. 사전적 갈등 방지보다는 사후적 해결에 중점

을 두고,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갈등조정역량이 부족한 점이

다. 따라서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사례 분석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

는 해결책 중 하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 갈등관리기구의 도

입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 역시 갈등관리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경계 및 면적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들간의 대립상황,

조정금 및 사업비를 둘러싼 중앙정부 부처간 내지 지방정부와의 의견차

이를 조율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각 단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구는 경계

결정위원회 한 곳 뿐이다. 사업지구 지정, 조정금 산정, 사업완료에 대한

사항 등은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소관청에서 담당한다. 중

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

회, 지적재조사기획단 등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주로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따라서 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전반적인 갈등을 예상하여 대비하고

조정·중재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 기구의 효율성

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갈등관리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민간 정책전문

가 등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제 3 절 의사소통 장애 해소방안

나태준(2010)에 의하면, 정부사업에 있어 갈등의 발생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사업의 명분 결여, 주민참여의 미보장, 정보

공개 및 투명성 미확보, 미흡한 보상체계, 집행기술에 대한 불신, 갈등조

정기구의 미흡,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정치적·심리적 요인 등이다.

위 요인을 감안하여 사례별 갈등의 원인과 해결기제 및 실패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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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표 4-3> 국책사업 갈등의 원인과 주요기제

사업명 갈등의 원인과 주요기제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

<원인>

- 상인들의 영업손실 보상요구

- 시민단체의 환경, 사회, 문화인식의 차이

- 언론매체의 압박

<해결기제>

-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정보공개

- 서울시의 일관적인 정책추진(신뢰성 확보)

- 서울시의 언론플레이

수원시

화장장이전건립

<원인>

- 주민들의 사업참여

-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해결기제>

- 수원시의 홍보와 교육, 적극적인 설득

- 주민숙원사업 해결

군포시

쓰레기소각장건설

<원인>

- 사업과정 주민배제

-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반대

<해결기제>

- 주민참여 기회 제공으로 주민존중 행정

- 시의회 및 환경단체의 중재와 조정

진안군

용담댐 건설

<원인>

- 지역민의 물질적·정신적 보상

<해결기제>

- 건설집행자 측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 구체적인 보상책

- 일원화된 협상창구를 통한 지속적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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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준(2010)을 재구성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국민홍보와 중재자의 역할, 정보공개로 인

한 상호신뢰 확보 등이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의견들을 바탕

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군산시

DTI공장

<원인>

-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반대

- 정보은폐로 신뢰성 상실

<해결기제>

- 공청회, 설명회, 견학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

- 경제적 보상

- 사업주체의 실수 조기 시인, 적극적 협상자세

- 사업주체와 주민간 공동위원회 조직

- 군산시장 및 환경처 전문조사팀에 의한 중재

부안군

원전수거물시설

건립

<원인>

- 사업주체의 주민교육·홍보, 정보공개 미흡

- 주민의견수렴절차 배제

-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상실

<실패요인>

- 정부-주민간 중재자 부재 및 대안도출 실패

- 정부의 안이한 대처

전북

새만금 간척사업

<원인>

- 정책실패로 인한 정부 신뢰 상실

- 환경·종교단체와 정부, 지역주민의 이해 차이

<장기화 요인>

-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종교단체 이해 조정 및 제3의

대안 도출 실패

- 갈등조기관리 실패 및 장기화로 인한 반대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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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협조 방안 모색

의사소통 장애는 이해 당사자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부서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와 수행자, 수행자와 민원인의 관계 모두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다.

앞서 의사소통 장애에 따른 갈등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수행방법의 차이가 존재함으로, 반드시 특별법 등 제정된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 통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중앙정

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어, 업무담당자 실무연찬회(2014.6.24. 개최)시에도

지자체별 사업추진 프로세스 일원화 방안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부와 실제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업무 수

행자간의 업무 협조 및 도출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실제로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6월 도내 지적

업무 담당 공무원과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업무 규제개혁 워크

숍’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상호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사업수행의 상위 기관인 중앙정부(국토부)에서 성과를 일괄적

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대국민 공개시스템

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주력하여 사업의 목표를 공유하여야 한다.

경계결정 시에도 현실경계 뿐만 아니라 합의경계 내지 조정경계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원활한 경계조정을 위해서 지적소관청 담당자와

측량 수행자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국민공감대 형성

공공사업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

성을 위해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이 필요하

다. 김상권(2008)은 행정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공

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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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음에도

그 성과는 상당히 미흡하였다고 본다.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앙언론의

부정적인 시각의 보도 자세와 정부의 홍보가 일반 국민과 상호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흡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위 갈등요인 <표 4-3>과 관련하여 언급했듯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에도 다수의 갈등과 이의가 제기되는 것은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후 개선되는

효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중도일보(2013.9.05일자)는 ‘충남, 지적재조사 속도전 필요’라는 타이틀

의 기사를 통해, 지자체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장 중요한 요소

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

기 보다는, 사업에 대한 피해의식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이 앞서 충남지

역은 조속한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해지적의 한계 및 측량성과의 부정확성이 국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당위성을 내세움으로써 이러한 문제점

이 특정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점

을 부각시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정부정책 및 사업의 지지뿐

만 아니라 사업수행 주체의 신뢰의 이미지 형성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

과를 가지며, 또한 국민에게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적정책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케 하는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장우진 외1인, 2012)

1) 중앙정부의 노력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식홍보동영상을 통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적재조사사업 전담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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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UCC를 통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4-3> 지적재조사 UCC 캡쳐화면

또한 지적재조사 기념우표 2종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시

군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 우편물 발송과 대내외 행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기념우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국내·외 행사, 역사적 사

건, 인물 등을 기념,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상징화하여 대국민 홍보용으로 기념우표를 발행한 사례는 서울-

부산 고속도로 준공기념(1970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기념(2001년), 고

속철도 개통 기념(2004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02.21.일자)에 따르면, 정책홍보

차원에서 TV, 청사 전광판, 신문, 라디오, SNS 등을 이용하고, 사업홍보

차원에서 주민설명회, 브로슈어,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등을 이용한다.

그리고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며, 중·고등·

대학교에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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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학과 주기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국민적 흥미를 유발하는 정책

을 수립하였다.

2) 여론 및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방안

장기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요인은 업무완수에 대한 국가

적 차원의 의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TV나 라디오 공익광고를 통하여 지적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제고와 사업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갖는 국민이나 이해

집단의 여론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단순한 언론플레이가

아닌, 여론을 적극 반영하는 홍보가 되어야 한다.

3) 주민참여 시스템의 도입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상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사업지구 지정은 반드시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는 동의하에서 시작되

어야 하며, 사업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주민협의회나 공청회 개최를 통

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상호협조를 강

조한다. 그렇지만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기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포함하여 시나리오 워크숍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참여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토지소유자들은 각 단계에서 보다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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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주민설명회 모습

※ 좌측사진은 군산시 송창, 창성동 주민설명회 모습, 우측사진은 군위군 군위

읍 외량지구 주민설명회 모습

위 <그림 4-4>처럼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주민들

과 공유할 수 있고, 실소유자보다는 전월세 세입자가 많은 도시지역은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개별방문으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별법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

령 제27조와 제28조는 ‘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개

시스템 입력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의 내용은 실

시계획, 사업지구, 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의 확정, 조정금의

산정·징수 및 지급, 새로운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 건축물 위치 및 건물

표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그 밖

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이를 통해 국민소

통형 지적정보시스템(PPLIS)을 도입하여, 사업수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가 의견제출,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구축하

여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직은 공개시스템의 운영이 시험단계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속한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 90 -

수용해야 할 것이다.

※ PPLIS (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

4)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와 지리적·역사적으로 가까운 위치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업용어는 다르지만 –대만의 경우 ‘지적재측량’, 일본은 ‘지

적조사’를 사용- 그 내용은 비슷하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나서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대적 토지제도를 설립하고,

제국주의 수탈을 통해 한국, 중국, 대만으로 영역을 넓히게 된다. 그래서

대만은 지적제도 창설 연혁 및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

적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대만 정부는 1973년 지적재측량을 시작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

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과 관련된 온라인 퀴즈, 설문조사 등 이벤트를 마

련하고, 기념관을 건립하였다. 1951년부터 지적조사 사업에 나서기 시작

한 일본의 경우 지적조사와 관련된 ‘웹’을 이용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

형마트 등지에서 지적조사 판넬을 전시하거나, 각종 심포지엄을 통해 지

역민들에게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홍보 팜플렛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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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장기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사례로 하여 단계별로

나타나는 공공갈등의 요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1) 경계 및 면적에 관한 갈등상황과 해소방안

① 갈등상황: 경계설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소유자가 다른, 서로 인

접하는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으로, 지적재조사사

업과 관련된 갈등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면적과 관

련이 크다. 그 요인으로는 기존 측량기준점 망실에 따른 기술적 요인, 다

양한 축척으로 이루어진 도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이해관계, 경계확정에 대한 불만족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결정된 면적

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경계선을 수정하여 설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연접된 토지의 소유자가 역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해소방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정된 경계결정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일필지 조사 등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사업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의 업무 협조를 통

해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합의로 경계를 결정한 경우 현장에 영구보존이 가능한 경계점 표지나

구조물의 설치를 안내하여 향후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조정금 및 사업비에 관련된 갈등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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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갈등상황: 조정금 산정은 면적결정의 후속 단계로 사업시행자인 지

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면적증감이

없는 합의경계로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 전에 조정금

산정 기준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

지 않으면 경계 및 면적결정 완료 후 조정금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 전

단계를 다시 작업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예산에서 재조사 관련 사업비가 감액

되고 있고, 종전에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려던 계획에서 점차

지자체도 부담해야 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해소방안: 지자체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예산의 확보가 어려

우므로 조정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나 시·군유지를 조정금으로 활

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

책사업이므로 사업비의 경우 당초의 계획대로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

이 당연할 것이다.

3) 의사소통장애 해소방안

① 갈등상황: 의사소통장애는 사업시행자와 수행자,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서로간의 이견이나 사전홍보 및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다.

② 해소방안: 이전 국책사업 갈등의 원인과 해결기제를 살펴보면, 홍

보 및 정보 공개를 통한 상호신뢰 확보가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업무협조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지금까지의 공공갈등에 관한 연구는 갈등상황이 확연히 드러나며 언

론의 주목을 받는 대형공공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지적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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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업의 경우 장기프로젝트이면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지구별로 시행되기에 그 갈등상황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

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가 전 국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갈등해

소방안은 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은 사전 예방적 활동이 중요하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

정된 곳은 이미 불부합의 상태로 인해 꼭 시행되어야만 하는 지역이 대

부분으로 지역 주민들은 지적행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들과의 갈등 상황은 사업지구 지정 단계

에서부터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사

업 완료 후에 지역 주민들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

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둘째, 정책결정과 수행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비와 조정금을 둘러싼 중앙정부 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견은 사

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칫 사업 자체의 표류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하향적인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다양한 계

층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갈등 그 자체는 부정적인 성격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칫 감당하

기 힘든 수준으로 확대되어 사업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선

행사업과 지금까지의 사업을 통해 나타난 갈등상황을 분석하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사례를 들어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것이

2012년 3월이고, 그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2013년도이

기에 대부분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별로 없어 자

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사례를 통한 세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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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이 더 진행 된 후, 갈등의 심화로 사업의 진척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사업지구와 갈등의 완전한 해소로 사업이 무사히 완료된

지구를 비교하여 사업의 시행주체인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조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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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Conflicts from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Their Settlement

Jeong, J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to study the settlement method for conflict relation

while implementing public policy projects, which, in Chapter 1,

explains its background, object, scope and method. In Chapter 2, it

reviews conception of public conflict, significance of cadastral

resurvey, occurrence cause and pattern of cadastral inconsistency, and

reviews the preceding research. In Chapter 3, observation will be

conducted on transition of land register system of our country and the

reason for need of project related to it, method and current state of

implementation for resurvey project of land registering through

expected effect etc., also on major issue of conflict. In Chapter 4,

settlment method will be sought for each conflict checked in the

preceding chapters(conflict on boundary and size, prepa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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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finance, establishment of conflict co-ordination organization,

obstacle of communication etc.). Finally in Chapter 5, conclusion and

limited point of this study will be suggested in order.

As democratization has got accelerated since 1980s, frequent

occurrences of various types of social conflicts, and significantly the

local autonomy system which was put into force in 1995 has incited

great change of public conflict. From this starting point of time, the

conflicts have been diversified and complexificated on policy projects

between parties interested such as between state and residents of

project locatio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y community,

and between state and civic group, with seriousness for increase of

its occurrence frequency. Such public conflict has positive aspect,

while other negative effect cannot be overlooked for it to cause delay

or drift of the public policy projects incurring tremendous social cost

or to cause losses by spreadng confrontation among people and

among parties interested. Thus, implementation of principal national

projects like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etc. experiences

difficulty due to public conflict arising during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nd execution.

This study focused on leading cadastral resurvey project(straight

land project) now under going for entire territory of our country to

reasonable progress by settlement ofpublic conflict henceforth through

suggesting of responding method for public conflict adjust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cause of public conflict.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a long-term national project which is

to be pushed ahead until 2030 since enforcement of "the Special Law

on Cadastral Resurvey". This project is expected to settle social

conflict arising from land dispute and also the dispute on boundary

and to activate advanced type of space information industry, a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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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effective management of territorial resources.

The major issues of conflict arisable and practically arising during

the process of project implementation are as the followings. First, it

is a conflict on boundary, which is a kind of pattern occurring from

the obscurity of boundary between mutually adjacent lands of

different owners - this is the most basical and important part of the

conflicts related to cadastral resurvey project. Persistent appeals with

no decision of boundary set-up due to the interests of land owners

will cause delay of successive works including land size,

establishment or estimation of adjusted compensation resulting in

entire delay of project.

Second, the conflict on deciding land size is the phenomenal

pattern that arises from land owner's disapproval of the changed land

size according to boundary set-up. Third, it is a conflict related to

estimation of adjusted compensation and burdening cost for project,

which is the principal element for deciding success or failure of the

project. However, pendency of deciding estimation method of

adjusted compensation prior to starting project and the tendency of

local autonomy community to decide land size without adjusting

compensation will cause some difficulties. Fourth, it is a conflict

related to obstacle for communication, which is a conflct condition

among or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y

community, jobsite workers, and land owner and party interested. As

such is the case, factors for the conflicts surrounding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vary and display diversified and complicated patterns.

As a result from the analysis on conflict condition related to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followings are suggested as its solution

method. First, expected method of conflict settlement on boundary

and land size will need to apprehend the current condition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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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ng the basic materials and realize what the land owners

want through co-ordination between project operator and land

surveyor. After that, in order to settle the conflict related to

compensation and project cost, total amount of adjusted compensation

may be borne by government expenditure or, a method of utilizing

city/county land can be sought for the compensation. Lastly,

formation of sympathetic concensus with relevant residents through

securing of mutual belief by public relations and disclosing of

information against obstacle of communication.

The politic implication of this study includes and makes

understandable the importance of prior preventive activity for arisable

conflict during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ublic policy project,

formation of concensus and preparation of detailed measure.

keywords : Public Conflict, Public Project, Conflict Settlement

Method, Cadastral Resurvey Project

Student Number : 2013-2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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