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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dastral Renovation is a National project to investigate and survey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and replace the existing Cadastral Record with a new Cadastral Record by digital, 
and to correct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if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does not 
match the actual status of the land. The Business Period generally takes about one year and six 
months to two years. The time required is getting longer due to problems that occur in the course 
of the Adjustment amount after the cadastral resurvey survey due to complex structure and 
internal conflict due to the interest between landowners. After Boundary Decision of the real 
boundary, the land area is confirmed by the landowners, and the cadastral office is to settle the 
Cadastral Renovation by calculating the Adjustment amount according to the confirmed area and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cadastral area. Therefore, the solution plan was suggested so 
that reasonable Adjustment amount can be applied through empirical research applied to the time 
of calculation of Adjustment amount and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Adjustment amount.

 The improvement method showed the expected effect that can lead the agreement with the 
landowner to the shortest period, and it was also possible to set the real boundary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Cadastral Renovation.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in the method of 
calculating standard Adjustment amount, the method of imposing Adjustment amount, and the 
method of boundary adjustment that does not impose adjustment amount through the cadastral 
Renovation and parallel studie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Cadastral Renovation will be completed 
by 2030.

Keywords: Cadastral Renovation, Boundary Decision, Adjustment amount, Business period, Boundary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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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적재조사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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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업이라고 ｢지적재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제2조에

서 정의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시·도의 종합계획과 시·군·구에서 사업추

진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이며 지적재

조사사업의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

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적재조

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간의 경계갈등 및 조정

금 등으로 인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되면서 목표

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적재

조사사업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하여 지적

재조사사업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

고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보다 효율

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장 큰 사업지연 요소는 조정금

으로 토지소유자 간 또는 사업 주체와 조정금에 대한 

문제의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갈등으

로 인하여 지적소관청에서 경계설정시 경계를 현실경

계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조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지적재조사사업 이전의 지적공부 면적으로 일치시키

는 방법으로 경계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

계설정은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추후에 토지의 경계가 현실경계와 상

이하여 또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양성하게 되어, 지적

재조사사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을 찾

고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의 지연요소를 감소시키기 위

하여 지적재조사사업중인 사업지구와 병행연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정금에 대한 이

의신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절차 및 추진현황, 추진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

여 전라북도 남원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요천·신파지구와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행

정·신기지구로 설정하였다.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요천·신파지구는 조정금과 관련하여 이의신

청 및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지

구인 행정·신기지구는 요천·신파지구와 대비하여 1

년 뒤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사업

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까지 정리가 완료

된 사업지구이다. 2개의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상호 

비교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되는 원인과 그에 따

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개의 지적재조사사

업 지구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시간적인 범위로는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와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비교하기 위하여 2년

의 사업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구기간도 2년으

로 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조정금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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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 기간 차이가 발생 된 원인

을 찾기 위해 2017년 요천·신파지구와 2018년 행정·

신기지구의 이의신청 필지 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요천·신파지구는 표준지 조정금 산정1)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지구이며 행정·신기지구는 표준지 조정금 

산정을 포함한 사업지구로 2개의 사업지구에서 발생

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원인을 찾아 조정금 이의

신청 감소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설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검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국내 주요 연구로 김재명 

외 3인(2013)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

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재

조사사업의 진행과정을 4단계(계획, 측량, 집행, 갈등)

로 구성하고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세부적인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장기적 종합계획 

수립, 비정형 방식에서 정형 중심으로 방식 전환,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기준 조정, 체계적인 홍보활동과 실

질적인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배우재 외 2인(2014)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동감과 공감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현실경계의 경계설정 방법에서 합의경

계설정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토

지소유자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경계설정이 정형화되

도록 사전조정절차 도입으로 합리적인 경계설정방안

을 제시하였다.

박진근(2014)은 국가의 지적관리 오류로 발생된 지

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설정시 현실

경계로 확정하면서 면적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

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부과하는 것은 법취지

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며, 현실경계로 인하여 점유

권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의 판

례와 대치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신국미(2015)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경계설정의 기준에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경계설정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부

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정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김진외 2인(2016)은 경계설정기준과 경계 미확정

토지, 조정금 및 토지이동사항(지목변경)과 관련된 문

제점을 파악하면서 ｢지적재조사법｣의 개정안을 제안

하였으며 조정금에 대한 문제는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제안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만 시·

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목변

경을 일부 허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박기헌·박진평(2016)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

기 이전에 해당 사업지구에 대하여 지목별 분포와 사

업 전·후의 면적증감 여부, 경계결정 방법 등에 대하

여 사전에 파악하고 경계결정 유형을 맹지해소, 건축

물 저촉해소, 위치이동, 현실경계 현실화, 정형화, 소

유자별 분할로 분류하여 경계설정방식을 합의경계 위

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행종(2016)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적재

조사사업지구의 추진상황 및 현황분석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재원문제, 인력문제, 운영상

의 문제 등으로 지적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원확보 방안 모색, 지적재조사사

업 추진계획 재조정 및 보완과 지적재조사사업의 민

간참여와 홍보추진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

토한 결과, 법률·제도적인 개정 부분, 지적재조사에서 

경계결정 방법, 지적불부합관리, 감정평가를 원칙으

로 하는 조정금의 산정 등에 관한 연구이며 이러한 점

에서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절차에서 조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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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과 관련하여 조정금의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조정금 적용시기 및 개선된 조정금 산정 방

법으로 기존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의 개념 및 추진현황

2.1. 지적재조사사업의 개념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부

터 제73조2)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즉 일제강점기인 토지조사사업(1910∼1918) 및 임야

조사사업(1916∼1924)을 통해 종이로 작성된 지적･

임야도의 훼손 등과 지적공부의 복구･재작성 등으로 

인해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

합지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하여 새로운 디

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2. 지적재조사사업 배경과 추진현황

1995년 12월 당시 내무부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반확보를 위해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3) 구축, 국

가경쟁력 제고, 일제 잔재 청산을 제시하면서 우리나

라 최초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하

였다. 

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법｣에 의하여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2013년 2월 고시하면서 지적 주권의 회

복, 지적관련 기술의 발전과 지적정보 수요변화, 지적

행정선진화 요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성장 동

력 확보를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으로 강조하고 약 1조 

3천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므로 사회갈등 유발과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여 총 사업기간을 19년으로 5년 

마다 여건변화를 점검하여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1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4)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단계의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으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30년까

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6,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현황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29억 원

의 예산이 투입되어 481천 필지, 719,332천㎡에 대하

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를 1단계로 정하고 2203억원을 사업예산으로 계획하

였으나 실제 사업예산은 479억원으로 계획대비 22%

만 반영되었으며 사업추진 필지 수도 목표 74만 필지 

대비 31%인 23만 필지에 미치는 사업추진 결과가 나

구분
1단계

(2012∼2015)
2단계

(2016∼2020)
3단계

(2021∼2025)
4단계

(2026∼2030)
소계

사업대상 23 164 195 160 542

사업비 계획 407 2,141 2,218 1,839 6,605

Table 1. Cadastral Renovation Implement Plan in Phases 
        *Source: Cadastral Renovation Basic Plan (2016~2020) 2016.

                                                                 <Unit : 10 k parcels / 100 Mil.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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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까지 

추진된 지적재조사사업의 결과는 목표 대비 매우 미

진하다고 볼 수 있어 지적재조사사업 미진원인 파악

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지적

재조사사업의 재원조달 기반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지

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지

적재조사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사업비 

이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법에서의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지

적재조사측량을 낮은 비용과 짧은 기간에 실시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Figure 1은 시·도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

공고 부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까지의 소요기간을 보

여주며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공고일 부터 새

로운 경계 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의결까지는 

134일에서 430일까지 소요되며, 시·도의 평균 소요 

278

Figure 1. The Time Required for Boundary Determine Committee Vote.
 *Source: Kim. Yeongseo, “Orthophoto-Based Performance Verification for Cadastral Resurvey”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6.

연도
사업비 지적재조사사업 현황

기본계획 예산 소요예산 사업지구 사업완료 필지 및 면적

소계 4,225억원 929억원 1,539개 481천 필지, 719,332천㎡

2012년 26억원 34억원 66개 18천 필지, 17,349천㎡

2013년 239억원 215억원 330개 103천 필지, 210,948천㎡

2014년 841억원 80억원 96개 28천 필지, 41,368천㎡

2015년 1097억원 150억원 215개 73천 필지, 82,078천㎡

2016년 247억원 150억원 262개 85천 필지, 110,848천㎡

2017년 1015억원 150억원 282개 89천 필지, 181,354천㎡

2018년 760억원 150억원 288개 85천 필지, 75,387천㎡

Table 2. Cadastral Renovation Implement Status by Year (Based on 27th. Dec. 2018)
  *Sourc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eb Page (http://www.molit.go.kr) 

                                                               <Unit : 100 Mil.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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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약 278일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기간을 평균 1년 6개월이라 

하면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기간의 장기화 

및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증가로 시간적·경제적 어려

움이 있으며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경계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 등이 요구되고 있다. 

 

2.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

2.3.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및 경계

확정

국토교통부, 시·도 및 시·군·구는 추진체계를 구축

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적재조사기획단을 설치하여 지

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입안, 사업의 지도·감독, 기술·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수행하며 중앙지적재조사위

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시·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시·군·

구의 지구 신청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의 입안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수행하며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한다. 시·군 

·구는 지적재조사추진단을 설치하여 실시계획의 입

안 및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 지정 

신청과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며, 

시·군·구에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와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 등기촉탁 등 지적재조

사의 모든 업무를 주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6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시

계획 수립(기초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경

계확정, 조정금 산정 및 통지, 사업완료 및 등기촉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경계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경계가 확

정된다.

｢지적재조사법｣ 제18조에서는 경계의 확정에 관하

여 경계에 관한 결정을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

지 아니하였을 때,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계

에 관한 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경계가 확정되며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 지적소

관청은 지체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확정된 경계

가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보며, 누구든지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

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2. 조정금 산정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확정이 완료되면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금 산정이 이루어진다.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서는 조정금의 산정에 관

하여 지적소관청은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

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

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며,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이의신청

경계확정

조정금산정 및 통지 사업완료 공고

Figure 2. Boundary Determine Flow Chart
*Sourc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nd Cadastral Renovation Basic Plan. 2016.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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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며 조정금은 경

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

정평가액으로 산정하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

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법｣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으

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

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법｣ 제21조에서는 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에 관하여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

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

한,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

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

지를 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조정

금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납부고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납부고지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

야 하지만 1년 범위에서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에서는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 

고지된 조정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수령통지 또

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3. 사업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금 지급 및 징수

가 이루어지고 사업완료 공고와 함께 새로운 지적공

부를 작성한다. ｢지적재조사법｣ 제23조에서는 사업완

료 공고 및 공람 등에 관하여 사업지구에 있는 모든 토

지의 경계확정이 결정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

우 그 면적이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

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지적재조사지구 

경계확정

· 필지별 단가산출
· 조정금조서 작성
· 조정금액 통보
· 수령통지/납부고지

조정금산정 및 통지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 6개월 이내 지급/징수 조정금 지급 / 징수

Figure 3. Compensation Estimation Flow Chart 
*Sourc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nd Cadastral Renovation Basic Plan. 2016. p.29



김홍열 · 민웅기

60   「지적과 국토정보」 제50권 제2호. 2020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

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법｣ 제24조에서는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은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를 작성하여야 하며,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

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좌표,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

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소

유권지분, 대지권비율,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

하여야 하며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

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

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

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지적재조사법｣ 제25조에서는 등기촉탁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은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로 보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은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새로운 지적공부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지적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직접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3.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지연실태 및 

실증분석

3.1. 조정금의 지연실태

지적재조사사업의 흐름을 보면 두 번의 경계결정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 새로운 지적공

부를 작성하며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의 지급 또

는 납부 통지를 하게 된다. 필지의 경계확정으로 토지

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조정금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의 면

적증감 변동률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지구가 어떠한 

경계설정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추정할 수 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시·도별 사업

지구의 면적증감 필지를 분석해보면 필지의 면적증감

이 발생되는 이유는 경계설정을 현실경계로 결정하였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시·도별 면적증

감 필지수 비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평균 50%의 면적

증감이 발생하며 경계설정을 현실경계로 결정하는 비

경계확정

· 경계확정 후 사업완료공고
· 일반인에게 관계 서류 공람 사업완료 공고

지적공부 작성· 경계미확정토지 등록
· 종전 지적공부 폐쇄

· 국가가 자기를 위한 등기 등기촉탁

Figure 4. Cadastral Record Arrangement & Registration Commission Flow Chart 
*Sourc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nd Cadastral Renovation Basic Plan. 2016.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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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평균 50% 내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조정금 발생율도 50% 라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미변

동  필지 비율이 높은 시·도는 현실경계의 반영률이 

낮으며 현실경계보다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이전의 

면적으로 경계를 확정하여 조정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시·도별 사업지구의 면적증감 비율이 50%이하인 

전국의 시·도 중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

상남도는 현실경계위주로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분

석되며 시·도별 사업지구의 면적증감 비율이 70% 이

상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는 조정금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아 현실경계가 아닌 면적을 일치

시키는 방향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근본 취지는 현실경계와 부합시

키는 것인데 현실경계로 설정하지 않고, 조정금이 발

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원인은 조정

금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많으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

을 완료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제시

되는 것은 조정금 산정 문제로 지적소관청과 토지소

유자간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산정된 조정금액에 따른 과소·과대 불만으로 인하여 

이의신청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조정금 관련 이의신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

된 사례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금 이의신

청이 접수되어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

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납부 통지

시도 사업지구수 필지 수 면적증감 필지수
면적증감 미변동

필지수 비율

합계 254 73,660 36,745 36,915 50%

서울 1 298 46 252 85%

부산 7 1,312 844 468 36%

대구 7 657 408 249 38%

인천 7 1,807 550 1,257 70%

광주 5 1,983 932 1,051 53%

대전 4 527 360 167 32%

울산 8 1,100 591 509 46%

세종 2 392 251 141 36%

경기 42 8,900 2,493 6,407 72%

강원 16 4,719 1,255 3,464 73%

충북 17 6,820 2,789 4,031 59%

충남 22 8,077 4,155 3,922 49%

전북 22 10,361 6,785 3,576 35%

전남 32 15,176 8,241 6,935 46%

경북 26 4,820 3,029 1,791 37%

경남 34 6,214 3,811 2,403 39%

제주 2 497 205 292 59%

Table 3. Area-increased-and-Decreased Parcels of Business Districts of each City·province (Based on 
Nov.2019.)

  *Sourc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ternal Document (De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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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는 행정소송으로 조정금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청구 기각으로 판결되

어 조정금의 납부기간을 잔여기간으로 재납부 고지한 

사례이다.

2017년 요천·신파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이 장기

간 해결되지 않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토지소유자 마다 조정금에 대한 가계 부

담이 다르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가계 부담이 커 조정

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하향으로의 

조정을 원하는 이의신청을 하지만 재조정금산정 결과

가 큰 차이가 없어 토지소유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둘째, 경계확정 착오주장으로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경계확정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서 이미 결정확정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다시 경계조

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민원은 점점 확대되고, 

조정금 관련 이의신청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

요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시기가 지연되는 주요원

인이 되었다. 

3.2. 지구간 조정금 이의신청 비교분석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요천·신파지구는 

표준지 조정금 산정을 하지 않은 사업지구이며 2018

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행정·송기지구는 표준지 

조정금 산정을 적용한 사업지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2017년 요천·신파지구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법｣에서 규정하는 조정금 산정 방식

을 적용한 사업지구의 이의신청 현황으로 전체 289필

지 중에 이의신청 23필지(7.9%)가 접수되었다. 이의

신청 사유는 조정금 과다 부과 22필지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조정금 이의신청 23필지는 수치상으로 

적은 필지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의신청을 처리하

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표준지 조정금 산정을 적용한 2018년 행정·송기지

구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439필지 중 이

의신청 15필지(3.4%)가 접수되었으며, 조정금 이의신

청 사유는 상향요구 3필, 하향요구 12필지로 나타났

다.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행정·송기지구

의 조정금 이의신청 비율 3.4%는 2017년 요천·신파

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비율 7.9%와 비교할 때 약 

4.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행정·송기지구의 

요천·신파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필지수
비율

소유자 필지수 소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204 289 23 1 22 7.9%

Table 5. Cadastral Renovation Compensation Exception Status of Yocheon·Sinpa District in 2017
  *Source: Namwon City Cadastral Renovation Department Document (2019.12.)

2017년 요천･신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일   시 내 용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조정금)

2018. 7. ○. 조정금 납부고지(지적소관청)

2018. 9. ○. 조정금 이의신청(토지소유자)

2018. 10.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조정금 이의신청)

2018. 10. ○.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른 
납부고지(지적소관청)

2019. 2. ○. 행정소송 제기(조정금처분 취소)

2019. 10. ○. 행정소송 판결(원고청구 기각)

2019. 10. ○.  조정금 납부 고지(지적소관청)

지적재조사사업 미완료

Table 4. Delayed Cases Due to Compensation 
Estimation Exception

*Source: Namwon City Cadastral Renovation
Department Document(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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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15필지로 나타났으

나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요천·신파지구

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이의신청과 반복되는 민원이 

수반되지 않아 조정금 재산정을 통하여 이의신청 등

이 짧은 시간동안 마무리되었다. 이의신청 처리가 짧

은 시간에 완료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사전에 추정 

조정금액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인지하고 있어 다시 

경계조정을 요구하거나 조정금액을 조정하는 이의신

청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조정금 산정

으로 인한 이의신청 필지수가 감소하여 지적재조사사

업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준비서면 작성 등 행정소송에 

따른 진행사항이 많아 소송이 장기화되는 특징이 있

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은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신파·요천지구에서 2건이 접

수되어 진행되었으나,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인 행정·송기지구는 소의 제기 없이 사업이 완료된 것

으로 나타나 2개의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비교하면 

행정소송 2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정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개선방안

4.1. 표준지 조정금 산정 신설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서는 조정금의 산정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지 조정금 산정에 관한 부

분을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설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법｣ 제20조의1 (표준지 조정금의 산정) 

지적소관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 측량

기간 동안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표준지를 선정하여 

경계결정 이전에 표준지 조정금 산정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안한다. 

｢지적재조사법｣에서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

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하

는 규정은 유지하면서 신설조항으로 표준지 선정 조

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업무

규정｣ 제25조의1(표준지의 선정 및 표준지 조정금 산

정) 규정도 신설이 필요하며 신설될 규정에는 표준지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표준지 조정금 산정 등

이 포함되는 개정안을 제시한다.

개정안에서는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단계

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송기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필지수
비율

소유자 필지수 소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258 439 15 3 12 3.4%

Table 7. Comparison for Compensation Exception of Each District

구 분 신파·요천지구 행정·송기지구  비고

조정금 이의신청 비율 7.9% 3.4% -4.5%

행정소송 2건 0건 -2건

Table 6. Hangjung·Songgi District Compensation Exception Status
  *Source: Namwon City Cadastral Renovation Department Document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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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이 사업지구 내에 표준지를 선정하고 

표준지 조정금 산정을 Figur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시하는 것이다. 

표준지 조정금 선정필지는 주위필지의 대표성을 띤 

필지를 지정하며 표준지 조정금 산정은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표준지를 먼저 선정한다. 표준지 선

정기준은 도로, 지목, 생활패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

며 사업지구내의 도로사항(대로, 중로, 소로 등)을 분

석하고, 사업지구내의 지목별(대, 전, 임야 등) 사항으

로 구분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동하는 동선과 생활 패

턴 등을 고려하여 표준지를 선정한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경계결정 이전에 선정된 표준지에 대하여 조정

금 산정을 실시하여 조정가액 산정을 하여야 한다.

경계결정 단계 이전에 표준지의 조정금액을 대략적

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와 조정금 및 경계

에 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별 면적 증

감사항과 대략적인 예정 조정금액을 공유함으로써 이

의신청 단계 이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과

다 또는 과소로 인지되는 경우 경계설정에 대한 설명

과 예상 조정금액에 대하여 안내하여 이의신청이 접

수되어도 경계결정 단계에서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도

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측량 표준지 조정금 산정

경계결정

이의신청

경계확정

Figure 5. Standard District Compensation Im-
provement Proposal

록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경계확정의 

심의를 마친 뒤 조정금 산정 기간에는 토지소유자로

부터 조정금 산정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4.2. 조정금 없는 경계조정 방안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토지소유자

가 조정금 납부에 대한 거부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

면 경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며 경계는 현

실경계가 아닌 임의의 경계로 변경된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의 본래 취지인

데 면적을 지적재조사사업 이전의 지적공부 면적과 

일치시켜야 한다면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지적재조사법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0조의1(표준지 조정금의 산정)
  지적소관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 
측량기간 동안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표준지를 
선정하여 경계결정 이전에 표준지 조정금의 산정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1(표준지의 선정 및 표준지 조정금 산정)
  ① 표준지를 선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내의 용도지역 사항
  2. 사업지구내의 지목별 사항
  3. 사업지구내의 도로 사항
  4. 그 밖에 감정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표준지 조정금 산정은 법 제20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Table 8. New Law Relating to Calculation of Standard Adjustment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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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게 된다. 

점유한 토지의 필지가 국공유지의 토지를 일부 점

유할 경우 현실경계를 유지하고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지적공부상 원면적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토지의 경계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필지 내의 국공유지에 증

가된 면적을 포함시켜 토지소유자의 면적을 지적공부

상 면적과 일치시켜는 방안이다.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이전

의 종전 면적은 371㎡인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 과정

에서 담장으로 현실경계를 설정한 경우 확정예정 면

적은 394㎡로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약 23㎡가 증가되

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납부 의사가 없어 조정 후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56-○번지 23㎡를 국공유지 소유

로 하고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지적공부상 면적

과 일치시켜 조정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경계를 조정하여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수적이며 경계설정을 현실경계로 설

정할 경우에는 조정금의 부담이 있지만 확정면적을 

지적공부상 면적과 일치시킬 경우 국공유지가 토지소

유자의 현실경계 내에 존재함을 설명하고 추후 국공

유지는 용도폐지 가능여부의 심사를 거쳐 개인 소유

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용도폐지 이전까지는 점용료

가 매년 부과될 수 있는 내용도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조정금액에 대한 과중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종전 

면적과 일치하게 확정면적을 조정하고 필지내에 증가

된 면적만큼의 국공유지를 별개의 필지로 분할시키는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의 부담이 해결되고 경계는 지적재조사의 취지에 부

합한 현실경계를 유지하게 되며 국공유지 담당부서에

서는 국공유지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대효과

가 발생한다.

5. 결  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

조정 전(156-1번지) 조정 후(156-1번지)

종전 면적 371㎡ 예정 면적 371㎡

예정 면적 394㎡ 남원시(156-○) 23㎡

표준지 조정금 871,700원 조정금 0원

Table 9. Boundary Dtermine Example withou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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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

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

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은 203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등으로 인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남원시의 2017년 지적재

조사사업 지구인 요천·신파지구와 2018년 지적재조

사사업 지구인 행정·송기지구에 대하여 각 지구별로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사항에 대하여 

상호 비교·분석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요천·신파지구는 표준지 조

정금 산정을 적용하지 않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이며 

행정·송기지구는 표준지 조정금 산정을 적용하여 지

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된 지구이다.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요천·신파지구는 

전체 289필지 중 7.9%인 23필지(상향요구 1필, 하향

요구 22필지)가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

으며 표준지 조정금 산정이 적용된 2018년 지적재조

사사업 지구인 행정·송기지구는 전체 439필지 중 

3.4%인 15필지(상향요구 3필, 하향요구 12필지)가 조

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표준지 조정금 산

정이 적용된 지구의 이의신청 접수율이 4.5% 정도 감

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행정소송은 요천·신파지

구에서 2필지가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표준지 조정금 

산정이 적용된 행정·송기지구는 행정소송 진행 사항

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로, 도출된 시사점은 표준지 조정금 

산정을 적용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서는 조정금 산

정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금과 관

련된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아 지적재조사사업기

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지적재조사법｣과 ｢지적재조사업무규정｣에 

표준지 조정금 산정과 관련된 법 조항 신설이다. ｢지

적재조사법｣에 표준지 조정금의 산정을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지적재조사업무규정｣에 표준지 조정

금 선정기준과 선정시 고려사항 등이 포함된 법 조항

이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사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

된 경우 조정금 발생이 없는 경계조정 방법이다. 현실

경계로 경계를 설정하여 확정예정 면적이 증가된 경

우 토지소유자의 조정금액에 대한 과중으로 지적공부

상 면적과 동일하게 확정면적 조정을 원하는 경우 필

지내부에 증가한 면적만큼의 국공유지를 별개의 필지

로 분할시키는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할 경우 토지소

유자는 조정금의 부담이 해결되고 지적재조사의 취지

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국공유지 

담당부서에서는 국공유지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속도감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사

업 전반에 대한 개편이 진행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계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를 통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사례지역이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시행한 2개의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제한되어 지역

적 한계로 인해 연구의 결과가 전국 지적소관청에 대

한 표본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곤란한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연요소인 조정

금과 관련된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의 사례분석

을 통해 조정금과 경계설정 방법 등에 대한 더 많은 연

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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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Special Law on Cadastral Renovation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Special Law Enforcement Decree on Cadastral 

Renovation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Special Law Enforcement Rules on Cadastral 

Renovation

주1. 표준지 조정금 산정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에서 규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개념인 토지이용상
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
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
위면적당 적정가격인 표준지 개념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조정금의 산정)에서 경계 확정으
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
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조정금 개념을 통합한 
신설용어이다. 

주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토지
대장 등의 등록사항),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주3.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은 대장정보와 도형정보를 통합
한 일필지 정보를 기반으로 토지의 모든 정보를 다루
는 시스템으로 각종 지적행정업무 수행과 관련 부처 
및 타 기관에 제공할 정책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주4.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131호)
에 의거 2016. 3. 25. 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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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8일 2차심사(2nd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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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
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
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
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
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
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
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
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
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조정금, 사업기간, 경계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