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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studied ways to improve the adjustment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after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boundaries and the overall status of the 
adjustment, focusing on cases of complaints in the business district in Sejong City, where the 
re-investigation project was completed. Measures to improve the adjustment amount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were largely divided into boundary adjust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scope of area allowanc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boundary adjustment in Sejong City, the boundary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was being adjusted in various ways, and among them, it was found that it is simple 
to adjust, to formalize parcels, and that many adjustments are being made centering on resolving 
blind areas by establishing new roads. When setting such a bounda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icient and reasonable boundary by actively encouraging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owners 
and an adjustment boundary that reflects the personal will of landowners to minimize disputes 
over the adjustment amount. In terms of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area limi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record and preserve the results of the cadastral resurvey in numerical data 
and to ease or exempt the adjustment amount if it is within the area permissible scope of the 
Spatial Data Management Act when calculating the adjustment amount. Finally, in relation to the 
adjustment,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long-term low-interest loans to 
their own land to landowners,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calculate the adjustment through 
appraisal calculated by third parties fairly and objectively based on valu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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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약 100여 년 전, 토지(임야)조사사

업에 의해 최초로 전 국토를 조사·측량하여 근대적 지

적제도를 창설하였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기술의 

낙후와 짧은 기간의 사업으로 작성한 지적공부는 정

확도가 낮고, 작성된 종이 도면의 오랜 보관으로 마

모·훼손되어 정밀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6.25 전쟁

으로 인한 지적기준점 및 지적공부의 멸실, 정확성 검

토가 부족한 전산화 등 지적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공부와 현실의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가 발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

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의 

14.8%(국토교통부 2019)에 달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러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

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

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국민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

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는 지적경계 오류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실증

으로 증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에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

량은 완료되었지만, 경계 결정 및 조정에  따른 민원 

발생은 주로  면적증감으로 조정금에 관한 사항이 발

생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완

료 지구에서 나타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기 완료를 

위해 경계설정 및 그에 따른 면적증감 및 조정금 산정

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 분석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

하지만, 그 중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및 조정금에 관련

된 연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배우재(2014)는 “합의경계 중심의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설정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의 경계설정 방

안에서는 현실경계 위주보다는 소유자가 이해 할 수 

있는 쌍방의 합의경계 설정방안을 제시하고, 지적재

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과 민원을 줄이고 국가적인 이익과 국민의 공감

대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한정희(2014)는 “지적재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문제

점 및 개선 방안”에서 경계와 면적증감 등에 따른 조

정금 산정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토지

소유자 중심의 경계확정 및 개인의 경제성을 고려한 

면적으로 조정금을 최소화하는 경계설정을 주장하였다.

강연희(2016)는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조정금에 관

한 연구”에서는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해석론의 측면

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조정금 산정에 

따른 권리침해의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사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조정금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계 조정으로 조정금을 최소화하

고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조정금의 면제 여부를 결정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조정금의 납부와 징수 

관계의 원활성이 없어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되고 있

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

적인 차원에서 저금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 정산금 관계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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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및 조정금

2.2.1. 지적재조사 사업의 개념

2011년 9월 16일 공포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

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

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

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지적불부합지

는 10필지 이상의 토지가 실제경계와 지적도가 부합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과거 토

지(암야)조사사업 당시에 이루어진 지적공부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현행 법적·기술적 기준을 보다 완벽하

게 하여 지적관리를 현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

한다.

2.2.2. 법률 규정에 의한 경계설정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계 설정 

기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토지경계 설정 기준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

지의 현실경계,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지방관습에 의

한 경계의 순으로 경계를 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접 토지소유자

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하지만, 합

의한 경계는  국·공유지와 접한 경계에는 해당되지 않

는다. 특히,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우에는 그 경계가 변

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경계는 사실상의 점유경계 또는 사실 경계로서 

지적재조사의 주된 경계설정 방식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

다. 점유경계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의 판단으로 임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 절차는 현실

경계를 근거로 설정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한 도상경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계, 점유에 의한 경계, 현실 

목적물에 의한 경계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실경계로 정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토지소

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1)

대법원은 토지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와 잘못된 기

지점의 선택, 측량오류로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도상경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실(점유)경계를 기준으

로 한다고 판시하였다.2)

등록경계는 지적소관청은 현실경계로 경계설정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

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대

법원은 “어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등록으로서의 특정되

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돼야 한다.”고 함으로서 지적공

부에 등록된 도상경계를 기준으로 복원하여 토지의 

분쟁을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3)

법원에서 분쟁에 의한 경계감정측량이나 경계복원

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일필지의 경

계를 확인하는 측량으로 (구)지적법시행(1950.12.1)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을 따르

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등

록 당시의 경계로 인정하고 있다.4)

특히, 선고 96다34283판결은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 

또는 기술이 정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

을 시행할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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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라도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도록 판결

하였다. 지적소관청은 경계설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일필지의 한계를 현지

에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지방관습에 따른 경계는 현행과 같이 지적제도가 

발달하기 전 인위적으로 설치된 선 또는 논두렁, 밭두

렁, 절벽 등 현지의 경계를 의미하고, 집터의 경우에는 

담장, 묘지의 경계는 지류계를 의미하는 것이 관례였

다.5)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는 자연적 경계인 지상경계를 

의미하며 법률로 규정한 것은 없으나 경계설정에 어

느 사람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경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인접한 건축물 사이에서는 우수(雨水)가 

떨어지는 점을 경계로 설정하고, 임야조사사업에서는 

산의 능선 또는 계곡과 산 중의 소로를 기준으로 경계

를 설정하기도 하였다.6)

합의경계는 인접 필지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 토지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다. 합의 경계는 지상경계와 상이할 경우에도 

경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

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합의 경계는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에 의거 결정하는 경계로 도상경

계의 개념과는 다르게 소유권의 한계와 재산권의 범

위로서 다가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합의경계는 경계

를 같이 사용하는 인접 토지소유자 간에 발생하는 부

정확한 경계를 조정 및 청산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공유지와 인접하는 경우에는 합의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

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은 반드시 경계

결정위원회의 의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지적확정조

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

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시 경계에 따른 의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으로 회의를 소집

하여 경계 결정을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들에게 합의

를 권고하였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계설정 방식

은 합의경계, 현실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의 순서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

에서의 확정경계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

정함으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경계 설정 기준

지상경계의 설정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경계설정

을 제외하고 산림, 제방, 농지, 휴반, 택지 등의 경계에 

대하여 경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관습에 의하여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중 하나로 경계점표지에 

의한 경계설정은 지형, 지물, 구조물이 없는 경우 설치

하여 경계로 설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된 경계설정 기준으로는 경계는 지상에 있는 담장, 두

렁, 산등성, 계곡 등 부동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

시되어 있고, 지형, 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에 의한 경계

설정 규정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적측량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

은  측량 장비의 성능보다는 지상경계점 측정 위치가 

어느 곳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소유자 대다

수는 현재 지상경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라

고 있으며 분쟁이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접 소

유자 간 합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고자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항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세분화된 경계설정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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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살펴보면 도

로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경계보다 점유를 많이 하

고 있으며, 대지는 담장과 울타리의 경계가 처마를 벗

어나서 사용되는 것이 많다. 이러한 경계설정 부분은 

지상경계 및 협의경계로 설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

이다.

3)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 의한 경계 설정 기준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11조는 지적재조사를 위

한 경계 설정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

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와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11조에서는 인공

구조물 경계와 자연구조물 경계로 구분하여 인공구조

물 경계는 26가지 유형, 자연구조물 경계는 12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여 경계설정 방법을 정리하고 있다. 

인공구조물 중 담장과 관련된 경계설정 유형으로 

담장이 설치된 경우, 담장이 존재하며 처마가 겹치는 

경우, A가 담장을 설치한 경우, B가 담장을 설치한 경

우, 건축물과 농지나 임야에 인접한 담장으로 경계가 

설치된 경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장이 없는 경우, 

건물 사이에 처마는 겹치면서 담장이 없는 경우, 두 건

축물 사이에 담장이 없고, A 건축물 처마가 있는 경우, 

두 건축물 모두 처마가 없는 경우, 건축물이 독립적으

로 있으면서 인접 토지가 공지인 경우, 두 건축물 사이

에 어느 한쪽의 주택 부분에 인공물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등으로 경계설정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인공구조물 중 옹벽이 설치된 지역으로 경사면이 

옹벽으로 설치된 경우, 옹벽으로 설치된 토지의 건축

물을 위해 도로와 배수구가 있는 경우, 건축물 보호하

기 위해서 설치한 옹벽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축대 및 석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보호를 

위해 축대를 보강한 경우, 농경지와 대지가 인접한 경

우 사이에 담장이 있는데 농지에 축대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높낮

이가 있는 경우, 석축으로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

우로 석축이 도로의 소유인 경우는 석축 상단, 석축으

로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 석축을 아래쪽 토지에서 설

치한 경우는 석축 상단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도로구역 결정 고시선은 도로의 경계가 경계석

으로 된 경우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공구조물 중에서 도로와 관련된 내용은 도로의 

경계가 인도인 경우, 경사 부분이 도로시설물인 경우, 

국유지와 공유지 간에 담장이 설치된 경우, 전, 답, 공

지 등이 성토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와 도로가 인접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또한, 제방과 구거인 경우에는 제방과 사유지가 인

접된 경우, 제방과 개인토지가 인접된 경우, 제방 경사

면 아래에 구거가 있으면서 사유지가 된 경우, 국･공

유지와 인접되어 있으면서 구거와 개인토지가 인접된 

경우, 양쪽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구거를 설치한 경

우,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구거를 설치한 경우, 개인

토지와 개인토지가 인접한 곳에 구거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자연적인 구조물에 의한 경계설정 유형으로 논두렁 

및 밭두렁에 관한 경계설정유형으로 높낮이가 없는 

농지 사이에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있는 경우, 인접된 

전답의 고저차가 있어 낙수가 있는 경우, 고저차가 있

는 농지에 전답의 두렁이 있고, 경사가 약 15° 이상인 

경우, 고저차가 있는 농지에 전답의 두렁이 있고, 경사

가 약 15° 이하인 경우, 고저차가 있는 농지에 전답의 

두렁이 있고, 경사가 약 15° 이하이면서 특정 소유자

가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높낮이가 없는 농지가 국공

유지와 인접하고 있을 경우,  용수로 및 배수로와 논

(밭)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로 설정하고 

있다.

자연적인 구조물 중 나무, 계곡 및 능선, 기타에 관

한 경계설정유형으로 나무로 경계가 형성된 경우 중 

주택과 관련된 경우에는 나무의 바깥쪽, 나무로 경계

가 형성된 경우 중 나무가 도로 조경용으로 형성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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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나무의 안쪽으로 설정하며, 일반적인 임야의 

경우에는 산 능선 또는 계곡으로 설정하고 축척이 다

른 토지와 임야의 경우에는 대축척의 토지경계선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규정에서 경계설정 기준에 비해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련된 경계설정에 한정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 규정에 추가로 정리하여 국민의 재산

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계설정 기준을 구체

화하였으면 한다.

2.2.3.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산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조정금은 ｢공간정

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청산금과 유사하게 볼 수 있지만, 경

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필지의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산과 화해･조정방식을 도

입하고 있다. 

이 중 청산방식의 청산금과 유사한 조정금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경

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

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정금의 특성을 보면, 토지의 면적이 늘어난 소유

자로부터 강제로 조정금을 징수하는 특별한 매각대금

의 성격이 있다. 또한, 토지의 면적이 줄어든 소유자에

게는 토지 가치에 적합한 조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특별한 손실보상금 또는 매입대금의 성격이 있다. 

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조정금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상호 간에 해결하는 정

산방식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국유재산을 매각 처분

할 때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7)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조정

금은 토지소유자의 의사보다는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필요

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익사업

이면서도 개인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공유지의 매입 또는 매각을 위한 지적재조

사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지별 면적증감으로 

나타나는 산정금액으로 조정금의 징수와 납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및 조정금 실태분석

3.1.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1990년

Sortation Total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Budget
(hundred 
million)

Plan 5,050 26 239 841 1,097 247 1,015 760 825

Input 1,085 34 215 80 150 150 150 150 156

District Number 1,892 66 327 104 222 268 309 291 305

Lot Number 569,892 17,978 101,936 27,958 74,114 89,064 90,458 86,356 82,028

Table 1. Cadastral reform project Year by year Plan･Budget and Current status of project 
implementation                                  (Source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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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 이후부터 근거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활

동이 지속해서 추진됐고, 마침내 2011년 9월 16일 토

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

록사항을 새로이 정리하여 등록하기 위한 ｢지적재조

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2012년 3월 시행

되었다. 2012년부터 추진된 지적재조사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은 Table 1과 같다.

3.2. 세종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현황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Figure 1과 같이 

3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

한 봉암･동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세종시 전

의면 동교리 213-1번지 일원(55필지, 19,944㎡)을 완

료한 지역과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388-2번지 일원

(353필지, 535,862㎡)을 완료한 지역으로 이 지구는 

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이 지적도경계와 불일치

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행한 금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185-2

번지 일원(362필지, 270,273㎡)을 완료한 지역으로 

실제 경계가 지적도와 불일치하는 전형적인 편위형

(상하 17m) 지역으로 지상경계를 현실경계대로 새로

이 확정하여 경계 분쟁 해소하는 방안에서 선정하였다.

 2018년도에 시행한 명학·부강·문곡지구 지적재조

사사업은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148-4번지 일원(49

필지, 37,584㎡),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34-1번지 일

원 (85필지, 33,035㎡),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1072번

지 일원(97필지, 56,133㎡)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

며 이들 지역은 농지와 대지가 혼재한 농촌지역으로 

실제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하는 전형적인 편위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3.2.1. 지적재조사지구별 경계 결정현황

Table 2에서 지적재조사 지구별 경계 결정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시행한 봉암·동교지구는 현실경계

가 29.9%, 합의경계가 4.6%, 조정경계가 65.5%로 경

계를 결정하였다. 2017년도에 시행한 금암지구는 단

일지역으로 현실경계가 5.4%, 합의경계가 3.3%, 조정

경계가 91.3%로 경계를 결정하였다. 

2018년도에 시행한 명학·부강·문곡지구는 현실경

계가 34.2%, 합의경계가 4.7%, 조정경계가 61.1%로 

경계를 결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6년∼2018년 재조사지구 경계 결

정현황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이 토지소유자들은 

현실경계(22.4%)와 합의경계(4.2%)보다는 조정경계

(73.4%)로 경계설정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지구별 경계 결정현황과 같이 경계 결정시 소유자

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경계시 민원이 발생하

지 않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 

세종시 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 결정방법은 첫째, 

지적재조사측량 후 원칙적으로 현실경계에 맞춰 경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 간 합의시 우선적으로 합의에 

의한 경계로 Figur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Figure 1. Selected Area f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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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면적증감이 미미한 토지는 현황경계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최대한 기존 대장 면적과 일치시키는 

방법과 불규칙한 토지를 정방형, 가장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하는 방법으로 Figure 3과 같이 설정하였다. 

셋째, 건물 등 부득이 경계를 조정하지 못하는 토지

는 건물이 저촉되지 않도록 경계를 조정한 후 면적 증

감분 산정한 후 현 이용 상황과 상이한 지목상 도로, 

구거, 하천을 현황에 맞게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Figure 4와 같이 설정하였다. 

넷째, 개인 토지가 공공용지(도로, 구거 등)으로 사

용하고 있는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로 경계를 설

정하였으며, 줄어드는 면적은 조정금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Figure 5와 같이 설정하였다. 

다섯째, 사망자, 행방불명자, 공유자가 많은 토지 등

은 되도록 기존 대장면적과 일치하도록 경계조정방법

과 토지소유자가 조정금 정산을 못하는 경우에도 되

도록 기존 대장면적과 일치되도록 경계를 조정하여 

설정하였다.

3.2.2. 지적재조사지구별 공시지가 현황

지구별 공시지가 현황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필

지별 면적 증감 현황과 같이 토지소유자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조사사업을 추진하였던 3개 지구에 대해 살펴보

Figure 2. Mungok district Boundary Adjustment 
Agreement

Figure 3. Case of Boundary Setting for the 
Improvement of Land Use Value

면, Table 3과 같이 사업이 완료된 전체 필지 937필지 

중에서 공시지가가 5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필지는 

414필지로 44%, 10만 원 및 15만 원 미만이 각각 156

Sortation

Total
Reality

boundary (a)
Agreement

boundary (b)
Adjustment
boundary (c)

Ratio

Lot
Area
(㎡)

Lot
Area
(㎡)

Lot
Area
(㎡)

Lot
Area
(㎡)

(a) (b) (c)

Bongam·Donggyo 348 555,141.7 104 201,581 16 16,102.3 228 337,458.8 29.9 4.6 65.5

Geumam 332 268,858.5 18 12,630.9 11 5,022.4 303 251,205.2 5.4 3.3 91.3

Myunghak·Bugang·Mungok 257 126,534.7 88 40,848.3 12 8,707.3 157 76,979.1 34.2 4.7 61.1

Table 2. Boundary Decis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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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ases of Resolving Building Threats
by Agreement between Owners

Figure 5. Case of setting boundaries according
to fact-use status

필(16.6%)과 163필(17.4%)로 조정금액이 낮은 지역

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조정금액이 높은 지역은 

30만 원 이상의 지역으로 69필(7.4%)로 나타나고 있

다. 재조사사업지구를 추진하면서 조정금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공시지가의 금액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에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3.2.3. 지적재조사지구별 조정금 현황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현황을 지구에 따라 분석해

보면 Table 4와 같다. 

2016년에 사업이 완료된 봉암·동교지구에서 봉암

지구는 지적공부상 150필지로 면적은 379,794㎡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의 확정된 필지는 9필지가 늘어난 

159필지, 면적은 376,301.2㎡로 3,49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필지별 조정금액은 332,171천 원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교지구는 면적이 664.4㎡가 증가하여 조정금액 

227,994천원이 증가, 금암지구는 면적이 495.0㎡가 

증가하여 조정금액 258,519천 원이 증가, 명학지구는 

면적이 1,183.40㎡가 감소하여 조정금액 306,369천 

원이 감소, 부강지구는 면적이 537.6㎡가 증가하였으

나 조정금액 102,429천 원이 감소하였다. 문곡지구는 

면적이 1,410.3㎡가 증가하여 조정금액 548,851천 원

이 증가로 나타났다. 

전체 3개 지구를 종합해보면 Table 4와 같이 조정

금 정산내용은 조정금의 징수는 61억 7천 2백만 원, 

지급한 조정금액은 58억 7천 8백만 원을 지급하여 2

억 9천 4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2.4. 지적재조사지구 내 조정금 정산현황

사업지구 내의 조정금(감정평가액) 정산현황을 살

펴보면 Table 5와 같이 백만 원 미만이 지급 48필에 

Sortation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계

Bongam·Donggyo 279 42 6 　 19 2 　 　 　 　 348

Geumam 81 53 67 28 38 39 23 2 1 332

Myunghak·Bugang·Mungok 54 61 90 32 16 4 　 　 　 257

Total 414 156 163 79 56 43 23 2 1 937

Table 3. Official land value current situation (Unit: :price(thousand won), quantity(lot))



유미영 · 최윤수 · 최한영 · 박문재

126   「지적과 국토정보」 제50권 제2호. 2020

32%, 징수 49필에 34%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억 원 

초과는 지급 10필에 7%, 징수 11필에 8%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선호하고, 도

시지역에서는 감정평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거래하는 가격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

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행한 조정금 산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유자에게 불합리

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2.5. 면적에 의한 조정금 정산 현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

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조정금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

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계가 결정된 시기

Sortation

Adjustment 

Total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0,000
 excess

Bongam
Donggyo

payment 24 22 18 3 4 4 4 5 1 6 91

callection 23 15 9 8 5 2 3 1 3 2 10 81

Geumam
payment 15 4 7 4 1 1 1 1 1 1 36

callection 16 5 5 3 2 2 1 34

Myunghak
Bugang
Mungok

payment 9 5 1 4 1 1 3 24

callection 10 6 2 3 2 1 2 1 27

Table 5. Adjustment Calculate breakdown                                         (Unit:million won)

Sortation
Before Confimation

increase and 
decrease

Adjustment Breakdown

Lot Area(㎡) Lot Area(㎡) Lot Area(㎡) Increase Decrease Difference

Bongam 150 379,794 159 376,301.20 9 -3,492.80 4,078,783 4,410,954 -332,171

Donggyo 22 10,719 22 11,383.40 0 664.4 332,328 104,334 227,994

Geumam 71 56,963 67 56,468.00 4 495 922,894 664,375 258,519

Myunghak 21 16,812 22 15,628.60 1 -1,183.40 252,086 558,455 -306,369

Bugang 15 6,205 15 5,667.40 0 537.6 29,983 132,412 -102,429

Mungok 16 7,037 23 8,447.30 7 1,410.30 556,441 7,590 548,851

Total 295 477,530 308 473,895.90 13 -3,634.10 6,172,515 5,878,120 294,395

Table 4. Adjustment Current situation                                       (Unit: price(thousand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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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

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에 따른 조

정금 산정방법은 현재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으로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에 해당하는 공식 A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

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에 의한 것과는 다르게 좌

표에 의한 면적으로 조정금을 산정함으로써 토지소유

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2.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이의신청 현황

지적재조사지구 경계설정 시 이의신청(연접) 토지

의 경계 결정 의견서를 살펴보면, 사업이 완료된 전체 

필지 937필지 중에서 50건으로 5.3%의 비율로 나타

났다. 세부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는 Table 6과 

같이 6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소유자 원에 

의한 경계설정이 21건으로 42.0%, 대장 면적에 맞게 

경계 수정(조정금납부, 종전 지적도 일치)에 관한 사

항이 11건에 22.0%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기존의 대장 면적과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조정면적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건축법｣상

의 도로 폭 확보를 위한 조정과 대장 면적과 동일하게 

경계수정을 요구한 경우이다. 소유자 원에 의한 경계

수정, 조정금납부 등의 어려움으로 종전면적 수정 사

유는 일반적으로 면적의 변화 없이 최소화된 조정금

액으로 경계를 확정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3.2.7. 조정금의 지급·징수에 관한 현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 “조정금

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

고 있으며, 제5항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 부

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

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조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은 “지적소

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당사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규정하

고 있다. 하지만, 소관청에서 지급하는 과정은 국가지

원금으로 지급하고 납부 받을 금액은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이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2의 제1항

에서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 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보다는 인접소유

자와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서 정산하고자 하는 

Sortation Detailed Contents lot ratio(%)

1 Modifying boundaries by owner wish (Secure Entry Route, Standardize) 21 42.0 

2
Modifying boundaries to match books area
(Adjustment payment, Match before cadastral map)

11 22.0 

3 Calculate the adjustment amount at the price of the neighboring land 2 4.0 

4 Setting boundaries by reflecting building permit requirements 8 16.0 

5 Modifying boundaries to real  boundaries 6 12.0 

6 Location change Request 2 4.0 

Total 　 50 100

Table 6. Objection application curr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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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많으므로 이를 국가지원금으로 해결하는 방안

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조정금 개선방안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토지의 다양한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

가사업이므로 단순한 지적재조사 사업보다 넓은 개념

에서 필요한 토지의 속성과 지형·지물 등을 조사 대상

으로 해야 한다.

4.1. 경계조정에 따른 개선

본 연구에서는 경계 결정방법에 대한 원칙을 봉암·

동교지구는 현실경계, 면적증감이 미미한 토지는 현

황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일치시키는 방법, 도로, 구거, 

하천을 현황에 맞게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 공공용지

(도로, 구거 등)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유경계로 경

계를 설정하였으며, 줄어드는 면적은 조정금으로 처

리하였다.

금암지구와 명학·부강·문곡지구의 경계 결정방법

은 첫째, 현실경계에 맞춰 경계설정하고 둘째, 토지소

유자 간 합의 시 우선적으로 합의에 의한 경계로 설정

하였다. 셋째, 면적증감이 미미한 토지는 대장 면적과 

일치시키는 방법과 불규칙한 토지를 정방형, 가장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하는 방법, 넷째, 건물 등 부득이한 

경우 건물이 저촉되지 않도록 경계조정, 다섯째, 개인 

토지가 공공용(도로, 구거 등)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로 경계를 설정, 줄어드는 면적은 조정금으로 

정산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사망자, 행방불명자, 공유

자가 많은 토지 등은 가급적 기존 대장면적과 일치하

도록 경계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유형으로 경계

를 조정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도 조정경계 중에서  조

정이 간단하고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과 도로를 신

설하여 맹지를 해소하기 위한 곳을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계설정 시 소유자와의 

충분히 협의하여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최대

한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경계를 설

정하는 것이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이다.

4.2.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조정금의 

분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경

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

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정금

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8)이 평

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조정금과 관

련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징수하여야 

할 금액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에 의한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AMF
의 계산식(여기서, A는 오차허용범위,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 규정을 적용하여 면적허용범위 공식을 

이용하여 조정금액을 청산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자 분석하였다. 사업 완료 후의 확정 필지와 조정

금을 정산해야 하는 필지를 대상으로 면적허용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필지를 분석하였다. 

봉암·동교지구는 220필지가 조정금 정산에 해당하

는데 면적허용범위 이내인 필지를 검토한 결과 조정

금 정산 필지의 21.8%에 해당하는 48필지가 조정금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암

지구는 35필(26.7%), 명학·부강·문곡지구는 31필

(22.5%)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총 

937필지 중에 조정금 정산에 해당하는 필지가 489필

(52.2%)이지만 면적허용범위 이내인 필지를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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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14필(23.3%)의 조정금을 감소시킬 수 있어 이

와 같은 방법의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

정금 산정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면적 오차의 허용면적

AMF 의 계산식  (A는 오차허용범위,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 범위 이내일 경우 조정금을 면

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3. 제도적인 개선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 활

동이나 경제활동 등 모든 것의 기초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며, 결국 전 국토에서 완료시켜야 할 중요사업이

다. 이를 위해 첫째,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의 관리 및 

보호, 필지의 지상경계 전환을 통한 공간정보 품질 강

화, 권리와 필지경계에 관련하는 의심과 분쟁의 조정

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토지 및 부동산의 가치평가, 

공정한 과세평가 기준 제공, 부동산평가와 과세 분쟁

의 조정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 셋째, 토지이용 분야에

서는 국토이용계획,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정책계획을 

설립하는 토지이용의 규제, 토지이용규정의 집행, 토

지이용 충돌의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 

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

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고, 제20조 제6항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

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다.9)

이를 위해서는 조정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토지소

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조정금 제도는 국민

의 토지소유권과 직결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성

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으로써 이해관계가 없

는 제삼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이 헌법상의 정

당한 보상의 취지와 부합될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

호를 위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세종시의 

사례를 토대로 경계설정에 따른 조정금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한 방

안으로는 시행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사업의 진행 

상황 설명,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적합한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면적증감에 대한 사유, 지적소관청과 측

량수행자의 역할, 그리고 개인의 재산적인 가치를 충

분히 고려한 면적과 조정금을 최소화하는 경계설정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세종시의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를 중

심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를 설정할 경우 다양한 경계설정 방법이 

있지만, 현실경계나 합의경계보다는 조정경계를 적극

적으로 권장하여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추후 이의제

기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소유자

와 충분히 협의하고 개인의 경제적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계 설정함으로써 조

정금의 분쟁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정경계

의 프로세스는 토지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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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지적재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수치 데이터로 

정확하게 기록・보존하면 토지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법률에 따른 대장 면적 면

적허용범위 이내 필지는 조정금 부담을 완화 또는 면

제함으로써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최대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시도해야 한다.

셋째, 조정금 재원 조달 방안은 감정평가를 통한 조

정금 산정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보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담보로 저금리 장기

대출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넷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한 감정평

가로 조정금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장기

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업무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으로 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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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세종시 사업지구의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방법
과 조정금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개선방안은 크게 경계조정과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경계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은 여러 방법으로 경
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정이 간단하고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과 도로를 신설하여 
맹지 해소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계설정 시 현실경계나 합
의경계보다는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경계를 적
극적으로 권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재조사의 결과를 수치데이터로 정확하
게 기록 보전하고, 조정금 산정시 공간정보관리법의 면적허용범위 규정 이내일 경우 조정금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금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토지
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제삼자가 공정
하고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어 :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조정금, 감정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