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1. 론

지적측량은 크게 도해지적측량과 수치지적측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해지적측량의 경우 상 적으로 수치.
지적측량에 비하여 불부합지의 발생 비율이 높다 이는.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한 측량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년부터 이러한 종이도면을 전산화2005
하여현재는종이지적도면이아닌전산화된파일로측량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 종이도면에서 발.
생하던 여러 오류가 많이 개선되었다.
과거에서부터현재까지지적측량은지역적으로이루어

지고있다 즉 해당시. , ･도및시･군･구단위로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측량 및 관리체계의 경우 상. ,
지역에서는불부합이많이발생되지않을수있으나지역

간불부합행정구역간은심화될수 있다는문제가있다( ) .
종이도면을 이용하여 측량하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에

서는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조사 정리 등이 국지적으로, ,
이루어지게된다 그러나지적도면이전산화됨으로인하.
여 전국의 모든 지적도면 전산파일을 모두 통합적으로

연결하여분석할수있게되었다 그렇기때문에과거국.
지적으로 발견 및 발생되었던 지적불부합지가 전국적으

로 그 폭을 넓게하여 발견되고 있다.
그 동안 전국의 지적불부합지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어느유형으로발생되고있는지에 한조사가간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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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Condition of Inconsistency at the Boundary Area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홍성언*

Hong, Sung Eon

要 旨

본 연구에서는 시 군 구 경계지역의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와 현황을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 ･
지역에서의지적불부합지실태를분석하여봄으로써향후행정경계지역에서의지적불부합지정리를위한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지역의 지적불부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행정경계 주변지역의 지적불부합 정도는. ,
좌표의 가 좌표의 가 로 산출되었고 행정경계 비주변 지역은 좌표의 가X RMSE ±3.15m, Y RMSE ±2.85m , X RMSE

좌표의 가 로산출되어행정구역경계지역에서지적불부합지가많이발생되고있음을확인±1.33m, Y RMSE ±0.75m
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행정구역 지적불부합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수치지형도, , ,

Abstract
This research is aimed at offering a fundamental data for the adjustment of cadastral inconsistency of administrative
boundary areas from this time onward by analyzing actual conditions of cadastral inconsistency at the study areas
by the use of digital topographic map and digital cadastral map of si-gun-gu boundary area.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 of cadastral inconsistency at the surveyed areas, the extent of cadastral inconsistency of the
neighboring administrative boundary areas was assessed as ±3.15 m of RMSE on X coordinates and also assessed
as ±2.85 m of RMSE on Y coordinates; in addition, RMSE of the neighboring district of the administrative boundary
areas on X coordinates was assessed as ±1.33 m, and ±0.75 m of RMSE on Y coordinates respectively-thus, this
research could suggest the fact that there has arisen a lot of cadastral inconsistency areas at administrative boundary
areas.
Keywords : Administrative districts, Cadastral Inconsistency, Digital cadastral map, Digital topographic map

57



홍성언

16 1 2008 3第 卷 第 號 年 月

58

로이루어져왔다 가장최근인 년의조사 결과를토. 2002
로본다면전국적으로지적불부합지의발생유형은

략 이상이 편위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홍성언60% ( ,
2005).
편위형의불부합지가많다는것은 상지역의지적도

면이 체적으로어느한쪽방향으로편위가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는 상지역내시 군 구단위. ( ･ ･
지역내에서는단순편위형태로지적불부합지가나타날)
수있으나이를전국적으로그폭을넓게하여본다면 지,
역관리체계의 경계지역인 각 시 군 구 경계지역에서는･ ･
편위에 기인한 중복형 내지 공백형 등의 불부합지가 더

많이 더크게발생될수있을것이라는예상이가능하다, .
현재까지지적불부합지에 한연구들은주로어느특

정 상지역에 해서 기존 성과와 새로이 측량한 성과

를 비교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의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강태석 권규태 최한영( , 2004; ,･
또한실측에의한방식을개선하여전산화된지적2004).

전산 파일과 현황을 참조할 수 있는 수치정사사진 혹은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지적불부합지의 조사나 정리

에 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행정자치부 홍( (a), 2003;
성언 이동헌 홍성언, 2004; , 2006).･
상기의연구들은광역적인방법이기보다는주로특정

지역에서의 조사나 실험작업을 거쳐 지적불부합지를 분

석하는 국소적인 연구이다 결국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
어느 특정 상지역에서 지적불부합지가 어떤 형태로 발

생되고 이에 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였다.
그러나전국의지적도면이모두전산화되어되었고 관,

리체계 역시 상에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서 전국을 상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다면 기존 연구가 미흡하였던 광역적인 시 군 구 경계, ･ ･
지역에서의지적불부합지발생정도에 한정확한실태

조사와 더불어 이에 한 정리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 군 구 경계지역의 지적도면 전산화･ ･

데이터와 현황을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 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행정경계지역에서의지적불부합지정리를위한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적불부합지2.

지적불부합지의 개념2.1

지적제도가 창설될 당시에는 지적불부합지라는 용어

가없었지만최근들어여러가지원인으로지적불부합지

에 한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년부터. 1910 1924
년까지 실시한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으로 창설된 이후

지적공부를관리 운영하는지적제도의가장큰문제점은･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이라 할 수 있다 지적제도 창설 당.
시에는 지적불부합지라는 용어가 없었지만 여년이 지90
난지금에서돌이켜보면기술적낙후 제도적미비 천재, ,
지변 지적공부관리의 소홀 등의 원인으로 많은 지적불,
부합지가발생됨으로써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문제점, ,
이 발생하게 되었다이성화( , 2001).
지적불부합은 지적공부와 토지이용상태의 불부합 지,

적공부상호간의불부합 지적공부와등기부간의불부합,
을 말하여 지적불부합 토지는 도면상의 경계선과 지상,
경계선이 불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적불부합은토지의등록사항인소재 지번 지목 경계, , , ,
좌표 면적 소유자 등이 실제와 다르게 등록된 경우를, ,
말하며 지적공부와 등기부가서로다른경우도 모두 포,
함한다 지적법의규정에는지적불부합용어를직접사용.
하지않고지적공부에등록된토지표시사항에오류가있

는토지를 등록사항정정 상토지 라규정하고 있다 따“ ” .
라서 지적불부합을 간단히 정리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

항과 실제가서로부합되지않는상태를말한다정영동( ･
최한영, 2003).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 , , ,

등이 불일치하는 즉 장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것,
은정리가용이하다 그러나상 적으로경계즉 현실의. ,
지상경계와 도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계불부합은

장의등록사항정리외에위치의조정이필요하기때문에

정리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지적불부합지 정.
리 및 조정이라는 것은 경계부분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유형2.2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원인은 제도적 모순이나 운영상

의 문제 측량기술 상 어려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 이후 경제발전에따라토지가 세.
분화되고 토지개방 및 이용이 다양화됨에 따라 많은 이

동지 정리를 수행하면서 누적되는 오류도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이러한오류의악순환이진행되어더욱사회적

인 문제가 되고 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매설해놓은.
측량기준점들은 통일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지보수가 어려워졌다 더욱이 동란과. 6.25
토지효용의 증 에 따른 급속한 개발 등으로 더욱 많은

측량표가 망실 내지 이동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시행하

는 지적측량의 성과는 날이 갈수록 저하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이성화 한지적공사 행정자치부( , 2001; , 2002;
강태석권규태 홍성언(a)(b), 2003; , 2004; , 2005).․

상기와같은여러원인에의해서발생되고있는지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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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지의발생유형은다음과같다 먼저 중복형은일필지. ,
의일부가중복되어등록되는사례로등록전환시의측량

실수나골조측량시에사용한원점이서로다를경우원

점구역의접촉지역시 군이나리 동경계가접하는곳에( )･ ･
서발생하는경우이다 공백형은비교적삼각점또는도근.
점의계열과도선의 배열이 서로 다른경우에 이동지 측

량의오류로발생되며 현지는맞닿아있으나지적도상에,
는분리된것처럼표현된것이다 편위형은함은도근점의.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도근점의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현황측량방식으로 단위지역의 이동측량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유형으로서측판점위치결정의오류로인한것

이 부분으로경계선이일정하게한방향으로편위가되

어있는경우이다 불규칙형은지적공부상경계와현실경.
계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불일치한 경우로 편위 또는

중복되지않고산발적으로잘못등록된경우를말한다 위.
치오류형이라함은일필의토지가형상과면적은사실과

일치하나측지학적인위치에있어서는전혀다른데에놓

여있는것을말한다 기타형은이상에서기술된지적불부.
합유형이외의모든유형을말한다이성화 정영동( , 2001; ․
최한영 홍성언, 2003; , 2005).

실태분석3.

조사지역 선정 및 이용데이터3.1

행정경계 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연구에서는조사지역으로충청북도내시 군경계지･
역중일부지역을 연구지역으로선정하였다 시 군의 경. ･
계지역은청주시미평동과청원군가마리행정경계가접

하고있는지역이다 그림 은. 1 연구 상지역의지적도를

나타내고있는것으로그림의중앙에진한실선이두지

역이 접하고 있는 행정경계선이다 경계를 중심으로 위.
쪽이 청주시 미평동 지역이고 아래가 청원군가마리 지,
역이다.
이지역을연구지역으로선정한이유는도로를중심으

로 행정경계가 구획된지역이고 현황을참조할 수있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지역의 경.
우 도농복합 지역으로 도시와 도시 농촌과 농촌지역이,
접하는 지역보다 지적불부합지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이용한데이터는지적도와현황을참조할수있

는 축척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였다 지적도는 지1:1,000 .
적도면전산화사업의일환으로구축된축척 의전1:1,200
산파일 도면이다그림 수치지형도 는 현황을( 1). (1:1,000)
참조하기 위해 이용한 데이터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하여 놓은 데이터이다 축척 수치지형도는. 1:1,000
위치정확도가 최 로 지적도와 비교할 수 있는±40cm
가장 정확한 벡터 데이터이다.
공간적인범위가광범위한행정경계지역의특성상실측

에의하여지적불부합지를조사하는방법보다는현재구

축되어 있는 다양한 공간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적불부합

지를조사하는것이효율적이다 즉 지적도면전산화데. ,
이터와현황의참조와정확도비교가가능한공간데이터

를 이용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림 는 연구 상지역의 수치지형도를 나타낸 것이다2 .

실태분석 방법3.2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경계 주변지역에서의 지적불부

합실태분석을위해연구 상지역에 하여행정구역경

계주변지역과비주변지역을구분한후상호간의지적불

부합 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상지역에.
한행정구역경계주변지역의공간적인범위는가급적

주변지역을공간적으로많이포괄할수있도록행정구역

경계선을중심으로반경 이내로정의하였다 물론300m . ,

그림 1. 연구 상지역의 지적도(1:1,200) 그림 2. 연구 상지역의 수치지형도(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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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부분도로만을 공간적인 범위로 한정할 수 있지만( ) ,
경계지역주변지역까지불부합오차의영향이있을것을

고려해 좀 더 폭넓게 반경 이내로 정의하였다 이300m .
렇게 행정구역 경계선을 중심으로 반경 이내에서300m
의지적불부합정도와이외지역에서의지적불부합정도

를상호비교함으로써행정구역경계지역에서의지적불

부합지 실태를 조사하여보았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구역 경계지역에서의 지적

불부합지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공간GIS
버퍼링 연산을이용하였다 를이용(spatial buffering) . GIS
하여 행정구역 경계선을 중심으로 반경 의 공간버300m
퍼 를 생성한 후 버퍼내부의 불부합 정도와 버퍼(buffer)
외부의불부합정도를비교분석하였다 그림 은. 3 행정구

역 경계선을 중심으로 반경 의 공간버퍼를 생성한300m
것이다.
공간버퍼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행정구역 경계선 주변

지역을정의한후버퍼내부와버퍼외부에지적불부합조

사점을 배치하였다 지적불부합 조사점을 추출배치하기. ․
위해서는 지적도의 경계점과 매칭이 가능한 현황 참조

데이터수치지형도의 매칭점이 필요하였다( ) .
그런데 지적도와 수치지형도는 상호간 경계설정 방식

및제작방법이달라건물등다양한구조물을매칭점으

로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지적도와 현황.
참조 데이터간 공통 매칭점을 찾을 수 있는 도로경계선

을이용하였다 즉 지목이도로인필지의경계점과이에. ,
매칭되는 현황 참조 데이터에서 매칭점도로경계선 상( )
을 추출하여 배치하였다.
지적불부합 조사점의 배치는 가급적 공간적으로 넓게

분포할수있도록하였고 정확한비교를위해도로의굴,

곡점위주로배치하였다 지적불부합조사점은버퍼내부.
에 총 점을 추출하여 배치하였고 버퍼외부에 총144 , 91
점을추출하여배치하였다 그림 에서위의그림은수치. 4
지형도에서 도로 경계선을 추출한 것이고 아래의 그림,
은 버퍼내부 즉 행정구역 경계선 주변지역에 하여 지,
적불부합 조사점을 배치한 것이다.
그림 는버퍼내부의지적불부합지조사점과버퍼외부5

의 지적불부합 조사점의 배치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도로경계선 추출상 및 버퍼내부의 지적불부합( )
조사점의 배치하( )

그림 5. 버퍼내부 및 외부의 지적불부합 조사점의 배치

실태분석 및 결과3.3

실태분석은 버퍼내부행정구역 경계선 주변 지역 및( )그림 3. 행정구역 경계선 지역의 공간버퍼링반경(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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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버퍼내부 행정구역 경계 지역에서의 현황과 지적경계점간 산출 오차( )

ID 현 황 지 적 오 차

좌표X 좌표Y 좌표X 좌표Y XΔ YΔ
1 241635.62 344236.19 241626.80 344233.02 8.82 3.17
2 241822.12 344150.98 241820.40 344150.09 1.72 0.89
3 241823.61 344150.12 241824.61 344147.78 -1.00 2.34
4 241247.87 344757.45 241246.46 344759.18 1.41 -1.73
5 241254.65 344756.49 241256.81 344758.28 -2.16 -1.79
6 240740.63 344750.63 240742.39 344754.48 -1.76 -3.85
7 241257.63 344746.46 241262.17 344745.82 -4.54 0.64
8 240736.38 344743.86 240734.97 344743.69 1.41 0.17
9 241251.55 344743.28 241247.42 344746.22 4.13 -2.94
10 240760.25 344738.87 240762.14 344743.09 -1.89 -4.22
11 240764.18 344736.65 240766.32 344740.62 -2.14 -3.97
12 240753.43 344734.37 240752.81 344733.12 0.62 1.26
13 240784.78 344727.11 240785.95 344729.15 -1.17 -2.04
14 240773.13 344723.85 240773.13 344723.53 0.00 0.32
15 241133.04 344703.00 241130.81 344702.65 2.23 0.35
16 241408.88 344697.93 241409.55 344696.99 -0.67 0.94
17 241410.62 344689.10 241411.59 344691.51 -0.97 -2.41
18 240838.88 344688.03 240838.01 344686.82 0.87 1.20
19 241150.89 344682.02 241148.26 344683.21 2.63 -1.19
20 240878.34 344675.12 240878.14 344675.07 0.20 0.05
21 241403.99 344674.66 241404.71 344675.40 -0.72 -0.74
22 240908.11 344659.16 240907.17 344658.10 0.94 1.06
23 240942.99 344639.33 240942.40 344637.64 0.59 1.69
24 241297.11 344636.12 241299.97 344633.22 -2.86 2.90
25 240968.33 344625.63 240967.69 344622.95 0.64 2.68
26 241311.63 344615.16 241313.21 344611.02 -1.58 4.14
27 241311.97 344605.18 241308.87 344604.81 3.10 0.37
28 241402.36 344601.72 241397.66 344600.98 4.70 0.73
29 241399.48 344600.43 241396.71 344604.64 2.77 -4.21
30 241403.11 344600.09 241398.71 344604.59 4.40 -4.50
… … … … … … …
126 242110.72 344020.97 242108.15 344018.29 2.57 2.68
127 242121.64 344016.46 242127.30 344019.06 -5.66 -2.60
128 242539.76 344515.74 242537.87 344516.43 1.89 -0.69
129 242173.54 344497.32 242174.71 344498.14 -1.17 -0.82
130 242504.56 344481.27 242498.98 344481.52 5.58 -0.25
131 242505.67 344479.06 242499.24 344478.96 6.43 0.10
132 242183.23 344473.64 242183.30 344477.59 -0.07 -3.95
133 242488.71 344472.78 242490.33 344473.80 -1.62 -1.02
134 242183.99 344452.93 242187.28 344455.32 -3.29 -2.39
135 242075.93 344435.22 242074.89 344430.72 1.03 4.50
136 242086.30 344432.27 242083.45 344427.58 2.85 4.69
137 242131.41 344431.29 242134.08 344427.05 -2.67 4.24
138 242128.91 344430.76 242131.42 344425.32 -2.51 5.44
139 242122.62 344428.74 242122.84 344421.84 -0.22 6.90
140 242113.25 344428.40 242113.40 344420.89 -0.15 7.51
141 242447.18 344379.40 242446.48 344379.89 0.70 -0.49
142 242106.78 344358.41 242104.23 344357.88 2.55 0.53
143 242449.46 344349.02 242446.69 344352.66 2.77 -3.64
144 242099.63 344338.02 242108.93 344334.31 -9.30 3.71
RMSE ±3.15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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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행정구역 경계선 비주변 지역에서 추출된 지적과( )
현황 경계점 좌표에 하여 평균제곱근오차 를(RMSE)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즉 버퍼내부에서 추출된 지. ,･
적경계점과 현황경계점 총 점에 하여 를 계144 RMSE
산하여분석하고 이를버퍼외부에서추출한지적경계점,
과 현황경계점 총 점에 하여 산출한 를 상호91 RMSE
비교 분석하였다.･
표 은 버퍼내부에서 추출한 총 점들에 하여 각1 144

각의 오차량 및 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에서와 같RMSE .
이 좌표의 는 좌표의 는X RMSE ±3.15m, Y RMSE ±2.85m
로산출되어지적경계점과현황경계점간차이가많이발

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축 보다. Y (East)
는 축 으로의편위가많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X (North)
나타났다.
현재 축척 도해지적시행지역에서의 위치오차1:1,200

한계는 지적법시행규칙제 조 이내로정의하고±36cm( 54 )
있다 이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지역은 오차의한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즉 축과 축의 편위에 의하여. , X Y
지적불부합이 발생하고있는것이다. 그림 은행정구역6
경계 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 조사점들의 위치오차 변화

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는버퍼외부에서추출한총 점들에 하여각각2 91

의 오차량 및 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에서와 같이RMSE .
좌표의 는 좌표의 는 로X RMSE ±1.33m, Y RMSE ±0.75m

산출되었다 상 적으로 행정구역 경계지역에서 보다는.

위치오차의크기가 크지 않았다 즉 오차량은 략 축. , X
에서 축에서 정도로 행정구역 경계주변보다는2m, Y 1m
양호하였다 물론 이결과역시지적법에서규정하고있. ,
는범위를초과하고있는오차량이다 또한이지역역시.
축의 방향보다는 축 방향으로 오차의 편위가 나타나Y X

고 있다.
이러한결과를본다면 행정구역 비주변지역에서편위,

에 기인되어 발생된 지적불부합지가 행정경계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두 행정구역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서 현

황과의차이가극 화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고판단

된다.
물론연구에서이용한데이터는지적도면파일과수치

지형도로실측에의한방식보다정확도는저할될수있

으나상 적인비교라는관점에서본다면분명히행정구

역 주변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 정도가 그 외 지역보다

많이발생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림 은행정구역경. 7
계 비주변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 조사점들의 위치오차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은조사 상지역의행정구역경계지역에서의지8

적불부합지 사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의 좌측.
은 양쪽 행정구역 경계간 지적도의 경계선이 공백이 발

생하는 사례를 나타낸것이고 우측은 행정구역 간지적,
선의경계가중복되어나타나고있는중복형지적불부합

발생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현상은기존시 군 구단위내부에서발생하고･ ･

그림 6. 버퍼내부 지역에서의 현황과 지적경계점간 위치오차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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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버퍼외부 지역에서의 현황과 지적경계점간 산출 오차

ID 현 황 지 적 오 차

좌표X 좌표Y 좌표X 좌표Y XΔ YΔ
1 242597.56 344781.63 242598.69 344781.70 -1.13 -0.07
2 242670.01 344763.50 242668.97 344764.28 1.04 -0.78
3 242675.11 344761.64 242676.18 344762.20 -1.06 -0.56
4 242684.05 344759.96 242683.82 344759.53 0.23 0.43
5 242673.28 344759.23 242671.88 344760.45 1.40 -1.22
6 242672.44 344749.48 242671.12 344749.52 1.32 -0.03
7 242731.04 344745.13 242730.72 344745.27 0.31 -0.14
8 242647.63 344737.05 242647.44 344737.05 0.20 0.00
9 242652.36 344732.40 242650.04 344733.26 2.32 -0.86
10 242668.17 344725.34 242667.88 344725.42 0.29 -0.08
11 242692.43 344690.97 242693.51 344690.85 -1.08 0.12
12 242714.43 344660.04 242714.00 344660.70 0.43 -0.66
13 242853.83 344659.90 242855.85 344660.40 -2.02 -0.50
14 242720.52 344648.06 242719.75 344648.81 0.77 -0.75
15 242842.92 344645.32 242843.18 344645.11 -0.26 0.21
16 242705.57 344642.42 242705.67 344643.29 -0.10 -0.87
17 242729.63 344629.13 242729.41 344629.01 0.22 0.12
18 242817.04 344606.24 242816.78 344606.36 0.26 -0.12
19 242742.34 344603.96 242742.97 344604.52 -0.63 -0.56
20 242809.64 344589.76 242811.14 344589.73 -1.50 0.03
21 242736.28 344581.92 242735.49 344581.34 0.79 0.58
22 242752.32 344566.36 242751.95 344566.17 0.37 0.20
23 242746.43 344561.53 242745.33 344560.99 1.10 0.54
24 242763.28 344560.16 242763.20 344560.20 0.08 -0.04
25 242791.91 344500.41 242791.96 344500.42 -0.05 -0.01
26 242843.15 344492.82 242842.72 344493.23 0.43 -0.41
27 242800.30 344488.22 242800.85 344485.85 -0.55 2.37
28 242616.82 344479.43 242617.94 344478.65 -1.12 0.78
29 242787.95 344478.97 242787.61 344478.77 0.34 0.19
30 242817.42 344469.27 242815.79 344468.84 1.62 0.43
… … … … … … …
73 243107.03 345195.97 243107.60 345196.21 -0.57 -0.24
74 243101.92 345194.73 243101.79 345194.71 0.13 0.02
75 243116.80 345188.95 243117.15 345188.85 -0.35 0.10
76 243118.55 345183.21 243119.01 345183.14 -0.46 0.07
77 243050.39 345180.04 243051.26 345179.86 -0.87 0.18
78 243024.64 345175.96 243025.27 345175.10 -0.63 0.86
79 243179.69 345127.65 243179.70 345127.72 0.00 -0.07
80 243410.92 345115.25 243411.54 345114.81 -0.62 0.44
81 243395.87 345089.53 243395.08 345088.83 0.79 0.70
82 243392.76 345082.81 243392.06 345083.27 0.70 -0.46
83 243376.79 345073.17 243375.11 345073.79 1.68 -0.62
84 243369.58 345068.80 243368.17 345069.86 1.41 -1.06
85 243367.39 345065.03 243366.15 345064.91 1.24 0.12
86 243366.20 345061.25 243365.09 345059.98 1.11 1.27
87 243364.60 345029.54 243363.95 345031.31 0.65 -1.77
88 243363.46 345024.80 243362.34 345025.09 1.12 -0.29
89 243360.49 345016.27 243359.56 345016.14 0.93 0.13
90 243359.65 345005.12 243359.86 345005.35 -0.21 -0.23
91 243055.59 344911.46 243055.54 344911.43 0.05 0.03

RMSE ±1.33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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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편위에 의한 불부합이 행정경계 지역까지 영향

을 미쳐 두 행정경계가 맞닿는 지역에서 지적경계선간,
중복이나 공백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행정구역 경계지역에서의 불부합

지에 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한 전국적인 불부합지 조사와 이의 정리가 있

어야할것이다 조사혹은정리방법으로실측에의한방.
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문제가있다 그렇기때문에현재구축되어있.
는 정확도 높은 다양한 공간데이터수치지형도 수치정( ,
사영상 등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이에 한 정리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상 지역.
을관리하는양쪽시 군 구에서협의를통하여지적경계･ ･

선에 한합리적인관리및정리작업이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결4. 론

본 연구에서는 시 군 구 경계지역의 지적도면 전산화･ ･
데이터와 현황을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 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행정경계지역에서의지적불부합지정리를위한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행정구역 경계지역에서 지적경계점과 현황경계점 총

점을 각각 추출하여 를 분석한 결과 좌표의144 RMSE , X
는 좌표의 는 로산출되었RMSE ±3.15m, Y RMSE ±2.85m

고 행정구역 경계 비주변지역에서 추출한 총 점들에, 91

그림 7. 버퍼외부 지역에서의 현황과 지적경계점간 위치오차 변화량

그림 8. 행정구역 경계 지역에서의 공백형좌 및 중복형우 불부합 발생지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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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를산출한결과 좌표의 는RMSE X RMSE ±1.33m,
좌표의 는 로 산출되어 상 적으로 행정Y RMSE ±0.75m

구역 경계지역에서 편위에 기인된 불부합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시 군 구 단위 지역 내에서 발생한 편위가･ ･

행정구역경계선까지영향을미쳐양쪽의행정경계가맞

닿는행정구역경계지역에서불부합의정도가크게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향후이러한 행정.
구역경계지역에서의불부합지에 한많은관심과철저

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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