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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 상을 이용한 토지경계설정 실험

Tests of Land Boundary Using Ortho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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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thoimage, digital map, cadastral map, and areas and district were converted and overlaid so 

as to apply legal restrictions on boundaries set by a land object concept restriction line and to 

analyze boundaries formed by overlaying areas and districts and characteristics of restrictions. 

With the restriction lines made on the basis of ortho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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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화, 고도화가 심화된 에는 종 의 토지경계(land boundary)에 한 개념으로는 

국토의 토지이용  황을 명확하고 효율 으로 표 하기 부족하다. 이에 국가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등 토지이용  국토 리를 한 새로운 개념의 토지경계 도입의 필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토지경계의 개념인 토지객체(Land Object)를 도입하고 

이를 정사 상을 기반으로 지역․지구 등 규제선에 의해 구분되는 경계의 법률 인 규제사

항을 분석하여 새로운 개념의 경계설정실험을 실시하는데 목 이 있다.

2. 토지경계설정 실험

토지객체는 종 의 필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건축물, 지역권  계획지역 등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법률 인 규제사항에 따라 용을 받게 된다. [그림 1]은 실험 상지역

에서 토지객체를 추출한 것이다.

[그림 1]  상지역의 토지객체(필지, 건축물, 지역권, 계획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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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실험에 사용한 법령별 규제선을 첩하여 생성되는 토지객체를 나타내고 토

지객체A는 각각의 이어에 의해 구획되어 생성된 하나의 토지객체로 학교보건법/상 정화

구역, 구 역시 문화재보호조례/보호구역의 법률 인 규제사항의 제한을 받으며, 토지객체

B는 구 역시 문화재보호조례/보호구역에 한 법률 인 규제를 받는 토지객체로 표 된

다. 한 규제선에 의해 구획되는 토지경계는 필지를 구분시키고 구분된 필지는 각각의 법

률  규제사항에 의해 용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토지객체는 법률 인 규제사항을 토지경계에 용시키고 각각의 이어로 구

성된 토지객체경계는 토지정보시스템에 용되었을 때 추가․조합․정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경계설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정사 상을 이용함으로써 황 악  시각성을 높여 

국토정보체계의 확립과 새로운 개념의 토지경계를 구 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림 2]  토지경계의 설정 [그림 3]  토지객체A, B, C

3. 결 론

정사 상을 기반으로 연속지 도와 수치지형도를 첩하여 제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 필지를 심으로 하는 경계의 개념에서 법률 인 규제사항이 표시된 토지객체의 개념

을 용한 토지경계를 나타내고, 국토의 토지이용  황을 효율 으로 표 하기 해 

정사 상을 이용하여 토지경계설정 실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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