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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토지이용규제지도(LURM)는 법과 지도가 결합된 것으로 토지이용권 제한범위의 고시라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법의 효력을

확정하는 지도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지도와 소유권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와 서로 불일치하여 법적 효력이 취소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여 법의 신뢰성･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토지이용규제지역의 법적 효력 유지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지적전산자료(CCD) 제공 범위 및 이용의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선안에 대한 실증을 위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KR)의 지적중첩도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비

(B/C)가 16.1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지적도(DCM)를 조기 구축 후 토지이용규제지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2개 관련 법을 의제 처리하도록 한다. 물론 그 가운데 철도건설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 더 이상 법과 지도는 별개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결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문제점을 개선,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주요어 : 토지이용규제지도, 지적도, 지적전산자료, 전자지적도, 토지이용권

Abstract : The Land Use Regulation Map (LURM) is a map which combines the law with a map to determine
the legal effect applicable to the range of land use regulation by means of an administrative process such as 
announcement. However, due to conflict between the LURM and Cadastral Map (CM) indicating the range of
ownership, such legal effect is often invalidated. Therefore, such invalidation of the law threatens the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the law. As such, this thesis is intended to propose improvement methods that focus on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order to protect landowner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property rights under
land use regulation as well as to ensure that legal effect of the areas subject to land use regulation remains effective.
Such improvement methods include. First, Cadastral Computerized Data (CCD) coverage and usage restrictions
should be abolished.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intellectual overlay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KR)
to verify the improvement plan showed that the cost-benefit ratio (B/C) is 16.1, which is highly econom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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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토지는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

해서는 개인의 토지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

인의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

해야 하며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고헌환, 2006; Lees, 1994; Stanfield et al., 2002). 그래서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규제 범위에 대한 투

명화, 단순화 그리고 명확화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그 일환으로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8).

오늘날 지도는 단순히 물리적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 법률과 자연·물리 현상뿐만 아니라, 연구, 행정, 교육, 

정치, 여행 분야의 웹 시스템(web system)과 결합하여 인

간의 모든 사회현상을 지표 또는 시각화하여 구체화 시키

면서 빠르게 변화·발전되어 제공되고 있다(정인철, 2012; 

Di Lisio and Russo, 2010; Effenberg et al., 2012).

예를 들면, 필지와 지번으로 경계를 구분하여 소유권 범

위를 표시하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적도

(Cadastral Map; CM),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지도

(crime map), 재해 분석과 예방을 위한 재해지도(hazard 

map),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지도(traffic map) 등 이 있다(정우형, 2010; Eck et al., 

2005; Weiss et al., 2015). 이러한 지도를 이용하여 어려운 

법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정책 결

정자들도 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행

정의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다(McCloskey, 1998:163-192; 

Di Lisio et al., 2010:68-83; Braverman, 2011:173-186).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지도는 법률과 같은 형이상학

적인 내용을 시각화하여 단순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

문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현

상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법률 내용을 가시적으로 표

현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을 단순하면서도 쉽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Fox, 1998; Braverman, 

2011; Effenberg et al., 2012; Braverman et al., 2014).

그런데 지도 제작 기술의 발전은 법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Cerba and Cepicky, 2012). 반면 법

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피하고 

안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McCloskey, 1998; Moon 

et al., 2018). 그래서 과거에 제작된 지도와 경계·면적 차

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또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량, 지도학 등 공학·기술

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의 통합(integration of these 

different data) 또는 점이나 선형 객체를 이용한 접합

(matching), 그리고 다양한 중첩(conflattion) 방식 등을 시

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Cobb et al.(1998)은 미 지

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USGS)과 미 국세조사

국(Bureau of the Census)이 협력적 행정을 위해 미국 대도

시의 지역기반 디지털지도를 통합하고자 중첩을 하였으

며, 오늘날 지도 기반 컴퓨터시스템의 기초이론이 되었다

고 설명하고 있다. Doytsher et al.(2001)은 1980년대 이후 

USGS 등 에서 서로 다른 Datase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한 노력으로 중첩을 이용하였고, Point-based map에서 보

완한 linear-based 중첩을 적용하였다. 또한 Huh et al.(2013)

은 지형도-지적도를 중첩하기 위해 ‘Confidence regions of 

the line segments and points’를 적용하여 경계오차 최소

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가 0.95일 때 F-measure

가 0.894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Kao et al.(2013)은 대

만의 사례를 통해 지적도가 여러 좌표로 제작되어 상호 경

계 차이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일치된 변환을 적

용하기 위해 중첩 과정에서 ‘The coordinate vector correction 

method’를 반영하기도 하였다(Cobb et al., 1998; Doytsher 

et al., 2001; Huh et al., 2013, Kao et al., 2013).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공학·기술적 방법은 일시적인 것

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캐나다의 퀘

feasible. Second, the early establishment of Digital Cadastral Map (DCM) which will be followed by a legal fiction
process (One-Stop-Service) of 22 relevant laws, making it applicable to LURM. Among these, the Railroad 
Construction Act has been in effect since its resolution at a plenary session. As mentioned above, laws and maps
are not separate any longer, but mutually supportive in development through a sustainable and new type of 
combination, and this work shall continue in a follow-up study.
Key Words : Land Use Regulation Map (LURM), Law Enforcing Cadastral Map (LECM), Cadastral Computerized

Data (CCD), Digital Cadastral Map (DCM), Land using fo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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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 대만 등의 주요 국가에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 등을 제정하고 새로운 지도 제작을 통

해서 그 권리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있는 실정이다(Roy 

and Genovese, 2012). 한국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3, 3, 17.)을 제정하여 지적재조사를 통해 새로운 전자

지적도(Digtal Cadastral Map; DCM)를 제작하고 있다(한

국개발연구원·국토교통부, 2015). 그런데 과거에 제작된 

지적도와 경계·면적 차이로 인한 분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국토일보, 2015; 제주의소리, 2015; 

Moon et al., 2018). 

이러한 차이는 토지이용규제지도에서도 행정처분의 취

소라는 행정의 하자의 형태로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지적도는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의 권한(이

하 ‘토지소유권’)의 물리적 범위를 표시하는 반면, 토지이

용규제지도는 처분권을 제외한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

한 권한(이하 ‘토지이용권’) 두 가지만 표시하기 때문이다. 

즉 토지이용권은 소유권과 다르게 핵심인 처분권이 없는 

권리로, 지상권(민법 제279조), 전세권(민법 제303조)과 

주거용 건물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임대차(민법 제

618조), 그리고 전세권 등과 같은 용익물권과 유사하다(박

성규, 2009; 이재삼, 2010; 공순진·이재영, 2011; 이재영, 

2012; 김서기, 2018; Vandevelde, 1980).

그래서 본고에서는 토지이용규제지도의 사례를 통해 

과거의 지도와 현재의 발전된 기술이 적용된 지도 사이에

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개선에 필수적인 정보공개 확대와 함께 행

정기관이 법률의 유보 없이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관

련 법령을 개정할 것과 의제 등을 포함한 법과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지도의 현황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에 따라 공익과 국토의 효율

적인 이용·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동시에 일반법에 따라 피해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는 개인의 토지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를 시행하고 있으

며 토지이용규제의 기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이

재영, 201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하면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기관

의 장이 개별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지형도면(topo-

graphic drawings)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

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이것

은 정부가 공익목적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지구 등을 지

형도면에 해당 면적과 경계를 작성하여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알리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지

역·지구 등은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토지의 이용권을 제

한하는 지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Fischel, 2000; Gallent 

and Kim, 2001). 따라서 이하 본고에서는 법적 의미를 부

여하여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지도(Land Use Regulation 

Map; LURM)로 표현한다.

2. 토지이용규제지도

1) 토지이용규제지도의 법적 효력

토지이용규제지도는 과거 지적고시에서 발전된 형태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

반영되었다. 1971년 지적고시 도입 당시에는 필지와 지번

만 있는 지적도만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실제 

토지이용규제지역 내외의 지형·지물과는 비교할 수 없

어서 토지이용권의 경계가 부정확하였다. 그리고 법적 효

력 발생 시점과 경계 등 관련 명문화된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은 지속되었다. 그래서 분쟁 해결을 맡은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지적고시가 고시되었을 때 토지이

용규제지역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고 판결하였고 

현재까지 일관되게 인용되고 있다. 다만 지적고시를 위한 

지도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는 별도 심리를 거쳐 

법적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대법원 1996; 대법원 2000; 대법원 2007; 대법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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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규제지도 적용 이후 긍정적 변화

토지이용규제지도 도입 이후 변경고시로 인한 문제점

도 있으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긍

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토

지이용규제지도 도입 전·후 안정화되기까지 10년에 걸

쳐 관련 소송을 전수 조사·분석 하였다. 그 결과 민사소

송이 50%(33/66건)에서 6.5%(1/15건)로 현저하게 감소되

었다. 반면 행정소송은 29%(19/66건)에서 87%(13/15건)

로 크게 증가하였다. 판결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 민사소송

이 감소한 이유는 토지이용규제지역을 지적도가 아닌 토

지이용규제지도 위에 표시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또는 이

해 관계자가 주변 환경과 비교 확인할 수 있어서 소송 원인

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정부 또는 공공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전체 소송건수에 비해 급격

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것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자로부터 고발되어 소송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이 감소하고 행정소송이 증가한 

것은 토지이용규제지도가 법적 절차로서 의무화되면서 

정부의 행정체계로 편입되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으로 그 형태가 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행정소송

이 증가했다고 해서 토지이용규제지도의 시행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토지

이용규제지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 것이

고 국민도 스스로 행정기관에 권리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

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부합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행

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아

래 표 1은 과거 지적고시와 토지이용규제지도 시행 후, 관

련 소송형태를 비교 한 것이다.

3. 해외 사례

토지이용규제지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토지이용 규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

도 현황과, 법적 근거,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각 국의 법체계가 상이하고 토지이용규제 제도가 

매우 다양하여 단순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 국가

들은 공익목적을 위해 토지이용규제지역의 결정과 처분

과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법적 근거와 처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처

분 방법으로는 주민 의견 청취, 공람 절차, 고시 등 이 있었

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는 재산권 제한 처분 방법에 있어 

행정부가 아닌 시의회에 승인권과 심사 권한을 부여하여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 영국, 독일, 일본

은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이 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적 절차로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람 절차를 두고 있었다(국회도서관, 2017b-c; 2018g-h; 

2018k). 표 2는 주요 7개국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규제 

방식, 관련법, 처분 방법, 토지이용규제에 사용되는 지도

를 비교한 것이다.

특히 토지이용규제 지역에 대한 권리와 범위를 표시하

는 지도에 있어서 조사 대상 국가들은 지형도와 지적도를 

이용하고 있었다(국회도서관, 2017a; 2018a-f; 2018i-j; 2018l-m; 

Collectivites-Locales; HM Land Registry, 2017; Service de 

consultation du plan cadastral; NC OneMap).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기본법으로서 법률에 토지이

용규제지도가 직접 반영되어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행

위 즉, 고시를 하였을 때 비로소 토지이용규제지역으로서 

법적 효력이 확정되도록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해외 국

가 가운데 한국과 유사하게 프랑스도 토지이용규제지역 

표 1. 토지이용규제지도 시행 이후 소송 형태 변화

(단위: 건)

구분 계 민사 행정 세금 형사

지적고시

(1971-2003)

66

(100%)

33

(50%)

19

(29%)

13

(19.5%)

1

(1.5%)

토지이용규제지도

(2005-2015)

15

(100%)

1

(6.5%)

13

(87%)

1

(6.5%)
0

출처 : Moon et a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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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코뮨지도(map of commune)란 지도에 고시함으

로써 제3자에게 법적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토지이용규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지도는 행정행위의 확정하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보

고서나 첨부 자료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III. 문제점

1. 토지이용규제지도 부정확에 따른 법의 안정·

영속성 침해

토지이용규제지도 도입 후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Moon et al(2018) 연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토지이용규제지도를 변경고시한 

3,416건에 해당하며, 변경고시 원인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 변경(2,544건, 75%)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

었다. 계획변경은 인구 증가, 교통량 평가, 지가 상승 등 사

회적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살

펴보고자 하는 토지이용규제지도와 지적도의 불일치는 

두 번째 원인으로 554건(16%)이 조사되었다(Moon et al., 

2018). 이것은 경계·면적 불일치라는 기술·공학적 문제

뿐만 아니라 공익목적에 따라 각 개별 법에 의해서 지정된 

토지이용규제지역으로서 법적 효력이 취소되는 것을 의

미하며, 법의 안전성과 영속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저하, 그리고 입법자와 토지이용규제지역 지정권자

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지적전산자료 제공관련 법률 유보 및 명확성 

부족에 따른 법령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

토지이용규제지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유

권의 경계·면적과 일치한 지적도가 필수적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적도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화된 자료인 

지적전산자료(Cadastral Computerized Data; CCD)의 제

공에 대해 현행 법령은 유보범위가 불명확하다(문정균 등, 

표 2. 해외 토지이용규제방식과 법률, 처분형태 비교

구분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규제

방식
규제 방식 규제 방식 규제 방식

재량 방식

(심의 허가)
규제 방식 규제 방식

관련법

∙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도로법, 주택법 

등 128개의 

개별법에 지정

∙ Stan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 SZEA

∙ 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Act: SCPEA

∙토지기본법

∙도시연대 및 

재생법 

∙계획과 보상법

∙계획과 강제수용법

∙주택 및 도시계획법

∙Raumordnungsgesetz 

(ROG)

∙ Landesplanung 

Raumordnungsges

etz(LROG)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법

처분

방법

∙공공사업시행자 

∙주민 의견 청취, 

공람

∙시･도지사 승인

∙고시함으로써 

법 효력 발생

∙시 의회

∙Board of 

supervisors, County 

commissioners, 

Trustees

∙청문조사 실시

∙의회심사, 도지사 

승인

∙Map of Commune 

은 법적으로 제3

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

∙공공기관과 담당

공무원 결정

∙주민 의견 청취

∙ 1개월 공람

∙주민 의견 청취

∙도시 계획 고시로 

효력 발생

지도의 

형태

∙지형도와 지적도

를 중첩하여 제작 

∙ 1/5000 기본도면

∙ 토지이용계획도 

등 각종 도면 

이용 가능

∙Official Mapping

∙ Land Use Planning 

Map

∙Thematic Maps

∙Map of Commune

(cartecommunale)

∙OS Master Map

∙건축디자인의 

수준을 기술한 

Design Guide가 

있다.

∙ Flächennutzungsplan

∙Bebauungsplan

∙ 1:10,000 설계도면

∙규정된 것 없음. 

그러나 도시 계획 

정보, 도시 계획 

위치, 추진 현황 

관련 정보를 도면 

형태로 제공

출처 : 국회도서관(2017a-c; 2018a-m)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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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지

적전산자료 제공 등을 규율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법’)은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행

정청이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률유보와 명확성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 법치주의

의 핵심 원칙으로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

회가 제정한 법을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행정작용에 따

른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형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

가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부하, 2008; 김환

학, 2014). 따라서 법에서 특정 행정기관이 법에 구체적 사

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석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것은 행정규칙이 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동수,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기준 국토면적(100,210km²)의 

4.3배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권의 제한 범위에 대해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기본자료인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함에 있

어 행정청이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임 한계 및 제한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이 재량권으로 오인하여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

적전산자료 필요자의 이용제한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도 지적전산자료 제공과 관련 그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적

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연속지적도 사용 강행규정과 관련 행정절차 

미 준수

토지이용규제지도는 토지이용권의 권리관계를 나타내

는 지도이므로, 기준 자료인 지적도가 정확해야 하며, 최

신 정보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성을 

이유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에서 부정확한 연속지적도(Serial Cadastral Map; SCM)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연속지적도 경

계·면적이 실제 소유권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

실된 경계·면적이란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그 이유

는 공사 또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적전산자료 공개 제한

에 따라 진실된 소유권의 경계·면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이

다(홍성언, 2011; Moon et al., 2018). 그뿐만 아니다. 토지

이용규제지도는 정부 또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이용

규제지역을 시각화해서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서비스

하는 정보의 기본 자료로 사용되며, 90% 이상이 건물·토

지 매각, 토지이용계획확인, 도시계획 등 재산권과 관련해

서 이용되고 있다(황보상원 등, 2015). 

그래서 연속지적도의 부정확성을 개선하고자 홍성언

(2011)은 지적측량과 연계하여 최신 정보를 반영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황보상언 등(2015)은 2008년(1차), 

2009년(2차) 두 차례에 걸쳐 총 101,808장의 지적도를 기

준으로 연속지적도를 수정·보완 개선하였다. 그 결과, 개

선된 연속지적도를 적용한 신규 토지이용규제지역과 기

존 토지이용규제 지역의 면적 차이가 0%~1%인 경우는 

1,013건(93.36%), 1%~10%는 36건(3.32%), 10%~20%는 6

건(0.55%), 20%~100%는 12건(1.11%), 원인 불명이 16건

(1.4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연속지적도가 

소유권과 일치한 지적도와 차이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Moon et al.(2018)은 도로, 철도 등과 같은 

선형 형태 사회기반시설의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고시 자

료에 연속지적도가 사용되지만 지적도와 비교해 볼 때 차

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고시가 취소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결책으로 공학·기술적 측면에서 좌표변환, 성과심사 

등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개선사항이 많이 있는 연속지적도를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지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적 측면에서 그 특성과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적 판

단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에 대해 주무부처

인 국토교통부는 현실적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7c).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토지

이용규제지도의 정확한 제작 방법과 절차 준수 현황을 살

펴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토지이용규제지도는 국민의 재

표 3. 토지이용규제방식과 법률, 처분형태 비교

구분 계획 변경 위치 경계 오류 내용 오류 누락 오류 계

변경수 2,544 554 214 104 3,416

비율(%) 75 16 6 3 100

출처 : Moon et a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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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을 제한하는 자료로 그 절차와 성과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18년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정부에서만 약 1,400여 건의 토지이용규

제지역의 지정이 취소되었고, 토지이용규제지도의 오류

에 변경고시에 따른 직접비용만 매년 약 300억이 소요되

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를 포함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

도의 경우 토지이용규제지역 실효율은 44%(’15)에 이른다

(문정균 등, 2014; 국회입법조사처, 2017a).

IV. 개선방안

1. 지적전산자료 이용제한 폐지와 실증(B/C) 

1) 지적전산자료 이용제한 관련 법률의 개정

국민의 재산권인 토지이용권 제한 범위를 표시하는 토

지이용규제지도에 사용되는 지도는 연속지적도를 포함

한 지적전산자료, 그리고 지형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적전산자료의 제공 범위와 이용을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

규로서 구체성·명확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지적전산

자료의 공개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법률에 정확히 명시하

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자료제공과 관련 행정청의 판단

에 따라 자료제공 여부가 가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적전산자료 공개시 경계·면적 등 오류가 발견될 경우 

지금까지 지적도를 검사했던 소관청과 담당 공무원의 책

임 문제, 그리고 후속 민원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

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토지이용권을 포함한 재산권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할 권리, 국민의 알 권리, 그리

고 각종 중요 행정자료에 반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타 법

에서 규율하는 규정 외 에는 지적전산자료를 공개하고 제

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작성·고시방법)에서 연속지적도가 아닌 

소유권 범위와 일치하는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공간법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제공 범위와 이용제

한 규정을 폐지하고 동법 제76조 개정 및 제3항 제3호를 신

설할 것을 제안한다. 표 4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한 개정 법

률안이다.

2) 실증(B/C)

본고에서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제한을 폐지하는 경

우 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여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가치를 추정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을 위해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지도

와 소유권 범위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변경

고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적중첩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적중첩도는 소유권 범위인 지

적도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규제지도를 일치시킨 것이다. 

즉 토지이용규제지도의 불일치에 따른 행정상 하자를 방

지하고 토지이용규제지역(철도구역)의 법적 효력을 유지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고의 목적과 일치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7년 기준 철도 건설 사업은 37

개 사업(167개 공구)이었으며, 토지이용규제지도와 지적

도의 경계·면적 불일치 때문에 변경고시로 인한 설계 비

표 4. 공간법 제76조 개정 및 제3항 제3호 신설안

구분 <현행> <개정안>

법안

내용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

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

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제76조(지적전산자료 이용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를 목

적으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

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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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 약 116억 원이 집행되었다. 그래서 지적중첩도를 제

작하여 변경고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다(서울경제, 

2016; 한국철도시설공단, 2016; 뉴시스, 2017).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

용규제지도를 제작할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비용편익분석(B/C)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먼저 표 5와 같이 비용 및 편익 단가를 산정하였다. 단가 산

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바탕으

로 작성하였다(국토교통부,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2018).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변경 승인과 용역비용 그

리고 절감 편익은 1km당 1,000만 원이다. 그리고 표 6의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0년 도로와 철

도의 연장이 2,259km 증가한다. 따라서 5년간 약 226억 원

의 편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지적중첩도 활용에 따른 비용

은 1km 당 62만 원으로 실제 비용은 14억 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지도를 제작하여 고시 자료로 활용

했을 때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비가 (226/14

(억)=16.1)으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 다.

표 6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와 철도 유형별 노

선 증가 현황으로 미래에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계획을 고려한다면, 지적도를 포함한 지적전산자료

의 공개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가 지금의 비공개 내

지 소극적 행정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관련 법률 의제(Legal fiction)의 확대 

토지이용규제지도와 지적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계·

면적 불일치는 과거에 제작된 지적도와 지형도를 중첩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해외사

례에서 보듯이 전자지적도를 다시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전자지적도

의 제작 대상 법률을 의제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승인 

이후 전자지적도를 신속히 제작할 수 있도록 의제(Legal 

fiction)를 확대 도입할 것을 제시한다. 

의제란 공익 또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내용을 인정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반대

의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번복되지 않는다. 법률상으로 보

통 “~로 간주한다.”또는 “~로 본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

허가 의제는 특정한 법률의 인허가 등을 얻는 경우에 법률

의 규정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얻

는 것으로 의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박종준, 2014; 

국회입법조사처 2017b, 박균성 등, 2017).

따라서 의제를 계획 단계부터 전자지적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공간법을 인용하여 각 개별 법에서 의제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개별 법률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자지

적도를 계획 단계부터 전면 도입 및 시행하는 것과 같은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공간법 제95조(도시개

발사업 등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시

표 5. 비용/편인 단가 산정기준

구  분 단 위 비 용(단위 : 만원)

지적중첩도

제작 비용

지적 측량 소요비용 1km/874.498m2 2,433

도면 작성 소요비용 1km/874.498m2    62

변경고시 절감편익 1km/874.498m2 1,000

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2016).

표 6. 도로 및 철도 권역별구축 계획

구 분(단위 : km) 2015(A) 2020(B) B-A

도로
고속국도 연장 4,290 5,470 1,180

일반국도 연장 14,312 14,384 72

철도
영업 연장 3,997 4,955 958

고속철도 연장 653.2 701.8 49

합 계 23,252 25,511 2,259

출처 : 국토교통부(2010); 한국철도시설공단(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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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칙 별지 81호 서식과 같이 전자지적도에서 수시로 변

경되는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 시행자 또는 설계자, 계획가가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사전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17.11.23, 

354차 정기국회(정기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 국

토교통위원회의 검토결과 철도건설법(의안번호 제8933

호), 택지개발촉진법(의안번호 제9983호)에 대해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본 회의를 통과(’17.12.08)

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 표 7은 입법 제·개정권한은 국

회에 있으나 발의 전 국토교통부 소관법령 담당과에 일부 

의견 조회를 한 결과로 국토교통부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하고 수용의사(4개 법률)를 밝힌 것 이다.

V. 결론

본고는 국민의 토지이용권을 제한 범위를 표시하는 토

지이용규제지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토지이용규제지도를 도입한 이후 국민들의 권리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적고시 시행 

당시와 비교하여 토지이용규제지역 관련 민사소송이 

50%(33/66건)에서 6.5%(1/15건)로 대폭 감소한 반면 행

정소송은 29%(19/66건)에서 87%(13/15건)로 증가하였

다. 이것은 토지이용규제지도가 행정체계로 편입되면서 

사인간의 다툼이 아닌 정부 또는 공공사업 시행자를 상대

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소송 형태의 변화는 토

지이용규제행정의 투명성 확대의 증거이기도 하며 입법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제점도 몇 가지 발견되었다. 첫째, 정확한 

토지이용규제지도의 제작을 위해서는 지적전산자료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일부 제

공되고 있으며,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부정확한 연속지적

도만 사용되고 있다. 둘째, 토지이용규제지도 및 지적도

와 경계·면적 등 차이를 이유로 행정상 하자의 원인이 되

어 재고시가 빈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담당

기관 및 담당자의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지정

된 토지이용규제 지역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갈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법적 측

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적전산자료의 

제공 범위와 이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과 동시에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상 연속지적도 사용 의무규정을 폐지하여

야 한다. 그리고 지적전산자료를 토지이용규제지도에 사

용할 수 있도록 공간법에 근거조항을 신설·개정할 수 있

도록 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토지이용규제지도의 근본적 

문제는 전자지적도를 통해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

에 전자지적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전자지적도 제

작 대상 22개 법률을 공간법에 따라 의제하도록 하였고 일

부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왜냐하면 의제가 가능할 경

우 개별 법에 의해서 지정된 토지이용규제 지역에서 원스

톱 서비스(One-Stop Service)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도 제작 기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전한다. 

또한 토지이용규제지도도 진화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과

거에 제작된 지적도와 차이는 더욱 크게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도 제작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그 기준을 달

리하여 법을 제·개정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유

발할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과 영속성은 매우 

표 7. 각 개별법 토지개발사업 개정 의견조사

토지개발사업명 개정법률 담당기관 수용여부 비고

주택개발사업 주택법 국토교통부 × 일부수용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 -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법 문화체육부 ○ -

관광단지사업 관광진흥법 문화체육부 ○ -

매립사업법 공유수면매립법 해양수산부 △ 추가검토

항만개발사업 항만법 해양수산부 × 현행유지

고속·일반사업 도로법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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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법의 실현 목표이기도 하다.

법과 지도는 별개가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결합으로 상

호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이용규제지도의 연구와 개선 노력은 단지 기술의 발

전뿐만 아니라 법·사회·경제 등 영역에서 논의되었던 

토지의 소유권, 이용권, 그리고 토지공개념 등 다양한 연

구 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하며 미흡한 분

야는 추후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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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0.3.23., 선고 99두11851 판결, [재개발편입지

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7.1.25., 선고 2004두12063 판결, [도시계획시

설결정및지형도면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6.5.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소유권확인] 

<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민법 제279조.

민법 제303조.

민법 제61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헌법 제122조.

헌법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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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이메일: sbyu@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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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Kwangwoon University, 

Nowon-gu, Seoul 01897, Republic of Korea (Email: 

sbyu@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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