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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wiss Cadastral & Registration System

류병찬*

Ryu, Byoung-chan

Abstract

In Korea, Switzerland has been known as a country that integrates the Cadastral System 
(hereafter as CS.) and the registration system(hereafter as RS.) according to a research report by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since 1975. However, I found that Switzerland's CS. and RS. were 
separately managed by the Dept. of Defense, Civil Protection & Sports(hereafter as DDPS.) and the 
Dept. of Justice & Police(hereafter as DJP.).

Therefore, I have a question about where is the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CS. and RS. in 
Switzerland, what ar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what are the related public records, 
an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olve this. Research Results First, cadastral 
affairs are handled by the Cadastral Surveying Division at the Federal Office for Topography 
(Swisstopo) under the DDPS, and the registered affairs are handled by the Private Law Division at 
the Federal Office for Justice under the DJP.

Second, Cadastral-related laws include ‘VAV’ and ‘TVAV’ newly enacted in 1993, and Registration- 
related laws include ‘Civil Act(ZGB)’ and ‘Order on  Land Registration(GbVO)’ etc. which have been 
in effect since 1912. Third, the cadastral record includes the Cadastral Books, Cadastral Maps & 
Numerical Cadastral Books etc, and the register includes the Hauptbuch, Tagebuch, Pläne, 
Liegenschaftsbeschreibung etc.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Switzerland's CS. is managed separately by the DDPS, and the RS. is managed by the D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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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에는 1975년부터 내무부와 대한지적공사 

및 한국지적학회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프랑스･네

덜란드･스위스･일본･대만 등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왔다.

이 들 국가 중 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의 일원화

에 관한 사항은 1975년에 내무부에서 발간한 지적제

도 비교연구 시찰보고서1)에 국내 최초로 스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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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를 소개하면서 지적과 등기제도를 일원화하

여 연방정부2)의 사법･경찰성(이하 “사법･경찰부”라 

한다.)에서 관장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는데, 이후 학

계와 연구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이

를 진실로 받아들여 고착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2년에 필자가 스위스의 연방지형사무소(Federal 

Office for Topography)의 지적측량국(Directorate 

of Cadastral Surveying)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법･경찰부(Dept. of Justice and Police) 소속 지적

측량국에서 지적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국방･시민보호･체육부(Dept. 

of Defence, Civil Protection and Sports, DDPS) 소

속 기관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우리나라

와 같이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이 자주 이루어져 부처 

명칭이 바뀌었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필자도 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가 통합 일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 사례에 

관한 연구”3)를 하면서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국방･시

민보호･체육부에서, 등기제도는 사법･경찰부에서 분

리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이원화되

어 있다면 양 제도의 주관기관은 어디이고, 관련 법령

은 무엇이며, 관련공부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관한 

관심과 의문을 갖게 된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며 주된 

연구 목적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시간적으로는 1807년에 프

랑스에서 ｢나폴레옹 지적법(Napoléon Cadastre Act)｣

을 제정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지적도와 지적부

를 작성하여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다. 

둘째, 공간적으로는 국제측량사연맹 지적분과위원

회(FIG Commission 7)에서 발간한 ‘Country Report’

와 ‘Cadastral Template 2.0’ 및 기타 문헌과 관련기관

의 홈페이지검색을 토대로 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

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내용적으로는 지적과 등기제도에 관한 기초

이론과 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및 지적과 등기제도에 관한 관련 법령･담당조

직･공부 등 실체적인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지적과 등

기제도의 통합 여부를 밝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에 착수하기 전에 스위스의 국방･시민보호･체

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 지적측량국의 지적전문가

에게 메일로 질의하여 지적과 등기제도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으며,4) 국제측량사연맹 지적

분과위원회에서 발간한 Country Report와 Cadastral 

Template 2.0 등에 회원 국가의 지적제도에 관한 조

직･목적･유형･개념･주요 사무와 쟁점 등에 관한 사항

이 서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연구에 착수하게 되

었다. 

연구방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스위스의 지적과 등

기제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조사방법과 FIG에서 발간한 문헌과 ‘Country 

Report’ 및 ‘Cadastral Template 2.0’ 등에 대한 인터

넷 조사방법 및 스위스의 지적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국방･시민보호･체육부와 소속기관, 등기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경찰부와 소속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조사방법 등을 병행하였으

며,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과 비교(比

較)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적과 등기제도의 담당조

직, 관련법령, 관련공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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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관한 기초이론

2.1.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개요 

지적(地籍, Cadastre)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 등에 

대한 물리적 현황･법적권리･제한사항･의무사항 등을 

조사･측량하여 체계적으로 공적도부에 등록･공시하

는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을 말하며,5) 지적제도

(地籍制度)란 지적에 관한 기본원리에 따라서 규범･

조직･작용 등 구성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종합

하여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국가의 제도를 뜻하며, 이

를 지적시스템(Cadastral System)이라고 한다.

그리고 등기(登記, Registration)란 국가기관으로서

의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표시와 이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 등을 법

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하며,6) 등기제도(登記制度)란 등기에 관한 기본원

리에 따라서 규범･조직･작용 등 구성 요소들을 체계

적으로 다루고 종합하여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국가

의 제도를 뜻하며, 이를 등기시스템(Registration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인 현황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면적 등과 부

동산물권인 소유권과 기타 권리인 지상권･지역권･전

세권 등을 등록･공시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제도로 끊

임없이 진화･발전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

에 인간이 살아가는 한 영원할 것이며 국가가 멸망하

기까지는 존속되어야 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가의 고유 사무이

다.7) 

2.2. 지적과 등기제도의 일원화와 이원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일원화(一元化)란 지적제

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통합된 형태의 

도부에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인 사실관계와 법적 

권리관계인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인 지

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을 등록･공시하는 제도를 말

하며,8) 지적과 등기가 일원화된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

하는 국가는 “프랑스･네덜란드･일본･대만･스위스” 

등의 국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터

키･인도네시아･헝가리･체코･리투아니아･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일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이원화(二元化)란 “선 등록, 

후 등기 원칙(先 登錄, 後 登記 原則)”을 채택하여 지

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서로 다른 기관과 법령에 의하

여 별도의 공적도부를 작성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지

적공부에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인 사실관계와 

소유권 등을 등록･공시하며, 등기부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물리적 현황인 사실관계와 법

적 권리관계인 소유권을 보존등기한 후 소유권의 변

경사항과 기타 권리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을 등

록･공시하는 제도를 말하며,10) 이러한 이원화된 제도

를 채택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과 독일” 등의 국

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스위스･이

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오스트리아･벨기에･크로

아티아･오스트레일리아･몽골” 등의 국가에서도 이원

화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  

지적과 등기가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는 국가적 측

면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며, 행정적 측

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적 측면에서는 불

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상호 보완･의존적

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으로 어느 한쪽의 

공부가 분･소실되었을 경우 관련 공부의 복구가 용이

하고, 양 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서로 부합

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조사 확인하여 실체관계와 부

합하도록 정정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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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등기가 일원화된 제도는 이원화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개선 발전된 부동산공시제도로 이원화

된 제도의 단점을 해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

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없

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오늘날과 같이 

전산화된 시스템 하에서는 관련 공부의 파일을 정기

적으로 복제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존･관리하

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12)

3. 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의 분석

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의 분

석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의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외국, 지적, 등기, 통

합, 일원화, 이원화’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조사한 결

과 다양한 문헌이 검색되었으나, 이들 문헌 중 목차를 

조사하여 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문헌을 발췌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은 

문헌을 선행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여 조사하

였다.

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의 내

용을 조사한 결과 1975년에 내무부에서 발간한 지적

제도 비교연구 시찰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스위스의 지적제도를 소개하면서 “지적과 등기제도

가 일원화되어 연방정부의 사법･경찰부에서 토지대

장과 등기부를 합한 ‘토지등록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었다.13)  

이어서 1978년에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연수원에

서 발간한 외국의 지적제도, 1979년에 내무부에서 

발간한 외국의 지적제도비교시찰보고서, 1993년에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에서 발간한 토지등록 공시

제도의 일원화 방안에서도 1975년에 내무부에서 발

간한 지적제도 비교연구 시찰보고서의 내용과 동일

하게 서술되어 있었다.14)  

그리고 197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부동산등기 및 

지적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15)라는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된 후 그동안 여러 편의 석･박사학위논문이 발표

되었으나, 1992년에 발표한 홍관희의 박사학위논문16)

과 1999년에 발표한 노종천의 박사학위논문17), 2007

년에 발표된 박홍기의 박사학위 논문18) 및 2013년에 

발표한 구연모의 박사학위논문19)에서 스위스의 등기

제도에 관한 내용은 서술되어 있으나 지적과 등기제

도의 통합에 관한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이어서 2015년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부

동산등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

하였는데,20) 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에 관한 내용

은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에 관한 분석 결과 스위스는 지

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 일원화하여 연방정부의 사

법･경찰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결과는 실제와 다르게 알려져 왔으며, 그 

원인은 스위스의 지적 시스템에 관련된 조직(Organi-

zations involved in the cadastral system)에 대한 단

순한 해석 착오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4. 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
 

4.1. 스위스의 개관

스위스의 정식 국가 명칭은 스위스 연방공화국

(Swiss Confederation)으로 연방헌법 제1조에 “스위

스 연방은 스위스 국민과 26개의 칸톤(Kanton)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세를 거치면서 프랑크왕국과 신성로마제국의 지

배를 받았으며, 1291년에 스위스연방이 성립되었고, 

나폴레옹 전쟁 후인 1815년에 유럽 열강들이 개최한 

오스트리아 빈 회의에서 영세중립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1847년에 새로운 연방헌법(Swiss Federal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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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tution)을 제정하여 연방국가로 탄생하였으며, 연

방헌법 제175조에 연방정부의 각의는 7명의 각료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7개부는 고정화 되어 있으나, 그 

관할관청 및 세부조직은 정부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탄력적 구조를 취하고 있

다.21)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7명의 각료로 

구성된 연방각의 형태로 7명의 각료가 입각순서에 따

라 윤번제로 1년씩 대통령과 부통령을 역임하고 있다.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954만 명이며, 국토 면적은 

41천㎢로 남한의 절반이 안 되고, 국민은 게르만족･프

랑스인･이탈리아인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써 

연방헌법 제4조에 국어로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

어･로망슈어 등 4개의 공용어(公用語)를 사용하도록 

Year Researcher Title Publisher 

1975 Lee BR. ＆ 4 others
Cadastral System Comparative Research Inspection 
Report(Swiss, West Germany, Netherlands, Japan, 

Taiwan)
MOHA.

1978 KCSC.
Foreign Cadastral System(West Germany, Swiss, 

Netherlands)
Cadastral Technology 

Training Institute

1979 Kim GS. ＆ 3 others
Foreign Cadastral System Comparison Inspection 

Report(France, Germany, Netherlands, Swiss, Japan, 
Taiwan)

MOHA.

1992 Hong KH.
A Study of Measures for Improvement 

in the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the  Real Estate 
Jeon Ju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3
Korean Society of 

Cadastre

Unification Plan of Land Registration Disclosure 
System(Integration of Cadastral and Registered 

Affairs)

Korean Society of 
Cadastre

1999 R0H JC.
Kritische Studien über Dualität des Grundbuch und 

Katastersystems
Soongsi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7 Park HG.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Chosu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8 Yoon JH.
Overseas Dispatch Education & Training Result 
Report(Swiss Cadastral & Educational System)

KCSC.

2009
Korea Law & 

Economics Association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cadastral and Registry 
for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Ministry of Justice

2010 KCSC.
Comparative Study of Advanced Foreign 

Cadastral System
KCSC.

Cadastral Institute

2013 Ku YM.
A Study on the Assurance of Correctness in Real 

Estate Reg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s 

doctoral dissertation

2015  Supreme Cour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Table 1. List of prior studies on the cadastral and registration systems of Swiss
Source : https://www.lxcti.or.kr/ ; https://www.nl.go.kr/(2019. 3~8.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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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26개 주(Kanton)로 구성되어 있으며, 

26개 주 가운데 6개의 반주(半州)가 존재하며, 약 

2,4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코뮌, Commune)로 구성

되어 있고, 수도는 베른(Bern)이며, 각 주는 독자적인 

헌법을 비롯하여 의회･정부･법원과 기(旗)를 가지고 

있다.22)

4.2. 지적제도

4.2.1. 지적제도의 개요

스위스는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영향 아래 각 주정

부에 의하여 프랑스의 지적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지적공부의 작성을 시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와 지적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요하네스 에슈만(Johannes Eschmann, 

1808~1852)은 1등 삼각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등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계산을 포

함하는 삼각측량을 마무리하고 1840년에 삼각측량 

결과를 수록한 “스위스의 삼각측량 결과(Results of 

the trigonometric surveys of Switzerland)”라는 문

헌을 발간하였다.23) 이어서 각 주에서 부동산 소유권

을 확고히 하고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적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지적측량이 

과세목적 뿐만 아니라 소유권 보호와 토지의 거래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64년에 아르가우(Argovie)주는 측량

사의 시험과 연구에 대한 협약에서 주도권을 잡고 

1877년까지 12개 주가 이에 관한 협약을 맺어 지적측

량사 양성기관을 설립하고 교육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스위스 측량의 통일을 기하는데 지

대한 공헌을 하였다.

1966년에는 연방정부의 지원과 윌드(Wild) 측량기

계 제작회사의 부담으로 상트갈렌(St. Gallen)시에 스

위스항공측량기술학교(S.S.P.O. Swiss School for 

Photogrammetric Operators)를 설립하고 국제적으

로 학생을 모집하여 측량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

기 시작하였다.24)   

스위스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Federal Direc-

torate for Cadastral Surveying (V+D)>은 주정부의 

측량사무소<Cantonal Surveying Agencies(KVA)>

를 지도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적측량은 지

적측량국장, 즉 지적측량사자격위원회(Licensing Com-

mission for Cadastral Surveying)로부터 지적측량사 

자격증을 취득한 민간부문의 측량사가 수행하고 있는

데, 1913년에 첫 번째 토지측량사 자격시험을 실시하

여25) 세계의 어느 국가 보다 토지측량사 자격에 관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스위스는 1912년에 발효된 스위스 민법(ZGB, 1907

년 12월 10일 제정) 제950조에 “등기부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와 기재는 정식 측량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

도에 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26) 선 등

록 후 등기 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근대적인 지

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창설하기 시작하였다.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1910년대 초 지적제도를 창

설할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유효한 몇 가지 원칙이 다

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27)

① 토지등록은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적도를 기본으로 한다. ② 지적측량은 지적도를 기

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의 정치적･행정적 구조에 

따라 지적측량과 토지등록은 주에 의해 결정한다. ④ 

연방정부는 각 주를 감독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⑤ 지

적측량은 민간부문의 개인 측량사와 계약에 의해 시

행할 수 있다. ⑥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사는 연방

정부의 측량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지적측량

(Cadastral Surveying)과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공법제

한 지적<Cadastre of Public-law Restriction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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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owner ship (PLR-cadastre)> 및 토지등록부

(Land Register)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적측량은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고 전문적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수많은 다른 지리정보의 

도구와 응용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둘째,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공법제한 지적은 토지 소

유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공법상 제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성 있고 공식적인 시스템이고, 

셋째, 토지등록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공식적

으로 등록하는 장부로, 이것은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

는데 필수적인 공부이다.28) 

특히 스위스는 2008년부터 공법제한 지적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써 스위스의 토

지 소유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임의적으로 토

지를 사용할 수 없고 당국의 입법이나 결정의 결과로 

생겨난 조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러 가지 공법상의 제

한은 토지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

에 지적 부서에서 이를 총괄하여 필지 단위로 제한정

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 국민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 지적제도의 발전과정은 Figure 1과 같이 

1912년 근대적인 지적제도의 창설 초기부터 1993년

까지 주로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법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한 법지적의 형태였다.

그러나 지적측량 데이터는 항상 시설도면과 많은 

종류의 도시계획 및 관리 목적을 위한 기초정보로 널

리 사용되었으며, 1993년에 지적측량에 완전한 디지

털 형식이 도입되면서 GIS와 SDI를 도입하여 지적측

량 데이터는 모든 토지정보시스템의 기초정보로 더 

많은 목적을 제공하는 다목적지적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어서 2008년에 지리정보법(Act on Geoinforma-

tion)을 제정하여 공법제한(public-law restrictions)

을 문서화하는 17개 정보 레이어 층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경에는 완전한 공

법제한 지적(public-law restrictions Cadastre)의 시

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29) 따라서 지적시스템의 

콘텐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더 많고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 Increasing content of cadastral system serving more purposes
Source : Daniel Steudler, 2018, Cadastral Template 2.0, Switzerland, p.6. ; https//www.cadastre.Switzerland(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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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지적관련 조직   

지적사무는 연방정부의 7개 부(部) 중 국방･민간인 

관련 사무와 체육 진흥 관련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Figure 2의 왼쪽 초록색 부분의 국방･시민보호･체육

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Federal Office for Topo-

graphy, Swisstopo)의 지적측량국(Cadastral Surveying 

Division)과 21개 주의 측량사무소(KVA) 및 15개 시

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측량사무소 및 270개의 민간 

토지측량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방지형사무소(Federal Office for Topography)

는 스위스의 각종 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 공식적

으로 Swisstopo라고도 하는데, 지적측량국(Cadastral 

Surveying Division)을 비롯하여 지형국(Topo-

graphy Division),  지도제작국(Cartography Division), 

좌표･지리정보･서비스국(Coordination, Geo-Infor-

mation and Services Division), 지원국(Support 

Division) 등이 설치되어 있다.30) 

연방지형사무소는 1998년에 좌표･지리정보･서비

스국(Coordination, Geo-Information and Services, 

COSIG)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공간 데이터

의 이용･취득･합병의 촉진과 토지정보체계 자료 교환 

언어인 INTERLIS의 개념 증진 및 새로운 e-정부 프

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31)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과 주정부･지방자치

정부의 측량관련 조직 체계와 관장사무 등은 Figure 3

과 같이 지적측량국은 주정부의 측량사무소(KVA)를 

지도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적측량은 연방

정부의 지적측량사자격위원회(Licensing Commission 

Figure 2.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cadastral system
Note : The red part at the top is the federal government and federal parliament, the gray part is the 7 Dept. of the federal    

government, the green part on the left is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cadastral affairs, the red part in the middle is the 
organization related to public law restrictions, and the blue part on the right refers to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registration. 

Source : Cadastral Template 2.0.(http://cadastraltemplate.org/switzerland.php/B.1 Government Organizations/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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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adastral Surveying)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민

간부문의 측량사가 수행하고 있다.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 약 15명, 21개 주

정부의 측량사무소에 약 300명, 15개 지방자치정부에 

약 200명, 270개의 민간 측량사무소에 약 2,800명의 

직원들이 지적사무에 종사하고 있는데,3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적

측량과 지적관련 공부의 유지 관리 등 모든 지적관련 

사무를 민간 측량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세계에서 유

일한 국가이다.

스위스는 민간부문에서 지적측량의 약 90%를 수행

하는데, 민간부문의 참여는 1900년대 초 지적측량시

스템이 설립되면서부터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에서 현장 측량업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수집･갱신･가공과 지적도의 유지 관리 등 

지적사무를 민간 토지측량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토지측량사무소가 

주정부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지적관련 사

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기술 개

발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는 지적시스템 전체의 발

전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33) 

민간 토지측량사무소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측량사 자격을 취득하고 토지측량사무소를 인수 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자를 선택하여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 이유는 측량사무소의 연

속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사무소 중 이윤이 높게 잘 운영되는 사무

소는 양도 가격이 높고, 이윤이 낮은 사무소는 인수할 

토지측량사가 나서지 않아 자치단체가 많은 지원조건

을 제시하기도 한다.34)  

4.2.3. 지적관련 법령   

스위스는 19세기 초 각 주정부에 의하여 프랑스의 

지적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지적공부의 작성을 시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와 지적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시작하였다.

1803년에 바우드(Vaud)주는 모든 코뮌에 대한 세

Figure 3. Swiss cadastral surveying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
Source : D. Steudler, 2002, Federal Office for Topography.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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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측량과 부동산대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 공

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른 주들도 부분적으로 세부

측량을 시작하였다.

바우드(Vaud)주에 이어서 1806년부터 1818년까지

는 제네바(Geueve), 발레(Bale, 1818~ 1827), 프리부

르(Fribourg, 1841~1884), 샤프하우젠(Schaffhouse, 

1848~1870), 뇌샤텔(Neuchatcl, 1864~1889), 졸로투

른(Solothurn, 1867~1882) 주가 세부측량을 실시하

였다.35)  

스위스는 1911년까지 국토면적의 34% 해당하는 토

지를 측량하였는데, 그 중 5분의 3은 평판측량방법에, 

5분의 2는 다각측량방법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측량 성과가 각 주마다 상이하고 불균형하여 

연방정부는 1911년에 지적공부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고 각 주마다 산발적이고 불균형한 지적조사를 통

일시켰다.36)   

그리고 1912년에 발효된 민법(ZGB)에 “등기부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와 기재는 정식 측량에 의하여 작

성된 지적도에 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였고, 1919년에 ‘필지의 경계확정측량에 관한 훈령

(1919.6.10. 제정, 동일 시행)’을 제정하였는데, Ⅰ. 총

칙, Ⅱ. 경계측정, Ⅲ, 다각측량, Ⅳ. 세부측량, Ⅴ. 도면

의 전사 및 제도 도면 및 약도의 복제, Ⅵ. 면적계산, 

Ⅶ. 기록부 및 일람표의 작성, Ⅷ. 측량서류의 제출, Ⅸ. 

측량작업의 검사 및 승인, Ⅹ. 지적부의 보존, ⅩI. 최종

규정 등 총 8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4등삼각측량에 관한 훈령(1919.6.10. 제정, 

동일 시행)’을 제정하였는데, 삼각측점의 선정, 삼각측

량 망도, 삼각점의 표정, 삼각점의 표지, 각의 측정, 삼

각측량 서류, 검사, 삼각측량성과의 보존 등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철도부지의 경계확정측량 및 지적부 보존에 

관한 특별규정(1925.8.29. 제정)’ 총 15개 조문, ‘지적

측량에 있어서 시각적 거리측정에 의한 극좌표법의 

사용에 관한 훈령(1927.10.18. 제정, 1928.1.1. 시행)’ 

총 20개 조문, ‘지적측량 원도의 작성에 관한 훈령

(1927.12.24. 제정, 1928.1.1. 시행)’ 총 21개 조문, ‘알

루미늄판 지적원도에 관한 명령(1929.1.15. 제정, 동일 

시행)’ 총 13개 조문, ‘고정 측량점의 보존에 관한 명령

(1932.3.14. 제정, 1932.4.1. 시행)’ 총 13개 조문, ‘지적

측량에 관한 연방법무성회장(回章, 1935.10.7. 제정)’ 

등을 각각 제정 시행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 지적측량에 관한 법률(1971.5.12. 

제정, 1976.6.1. 시행) 총 21개 조문, ‘일필지 측량에 관

한 자동정보 처리규정(1974.11.28. 제정, 1975.1.1. 시

행)’ 총 14개 조문 등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어서 1993년에 1900년대 초부터 시행되어 오던 

법령을 지적측량시스템의 개혁과 디지털 데이터 포맷

의 도입을 위하여 새로운 두 가지 법령 ‘VAV’와 

‘TVAV’로 개정하였다.37) 

4.2.4. 지적관련 공부와 등록정보   

스위스 각 주정부의 측량사무소는 우리나라의 토지

대장과 유사한 부동산등록부(不動産登錄簿)를 비롯

하여 소유자별 대장･지적도･수치지적부 등 지적관련 

공부를 보존 관리하고 있다.38)   

부동산등록부에 등록하는 정보는 1필지에 대한 토

지 소재･지번･면적 등 토지표시에 관한 정보를 비롯

하여 모든 지상물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건축물

의 종류･면적･부속 시설물･정원･관상수의 종류･수량 

등을 등록하며, 또한 지적도 호수와 관련 장부와의 연

관번호 및 색인번호 등을 등록한다.

지적도에 등록하는 정보는 지번을 비롯하여 경계의 

굴곡점(屈曲點)에 작은 원을 도화(圖畵)하여 그 경계

점의 종횡선좌표가 수치지적부에 등록되었음을 알려 

주며, 건축물의 정위치･건축물의 등록번호･가로의 명

칭･도근점･전차의 궤도･송전선의 진로･전신주 등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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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점표지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의 진로를 나타내며, 인접한 

경계점의 연결은 실제 경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국가

와 주 및 시의 경계와 토지의 필지별 경계를 구분한다.

경계점은 마커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 표시되며, 화

강암 돌･황동 볼트･파이프･플라스틱 마크 또는 십자

가의 형태를 각인한 돌기둥 등을 매설한다. 국가와 주 

및 시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장식적인 방식으로 표시

되며, 종종 날짜와 문장(紋章)을 포함한다.39)

그리고 각 필지의 지상 경계의 굴곡점에는 반드시 

Figure 4와 같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도시지역에는 철제 마크에 관리청명을 표기하여 설치

하고, 농촌지역에는 석재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영구 표항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가 철저히 보호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40) 경계점 표지의 유지 관리업무

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2) 지적측량 데이터모델  

스위스의 지적측량 데이터모델은 2003년까지 ① 

기초점, ② 토지 피복, ③ 단일 객체, ④ 고저, ⑤ 지역 

명칭, ⑥ 소유권, ⑦ 파이프라인, ⑧ 행정구역 등 8개의 

정보 레이어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모델로 정

의하고 있었으며, ‘토지피복’과 ‘소유권’은 완벽하게 

전국의 모든 영토에 적용하고, 빌딩은 토지피복 레이

어 층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4년에 경계(Boundaries), 영구 산사태지

역(Permanent Landslide Areas), 건물주소(Building 

Addresses) 등 3개의 정보 레이어 층을 추가하여 

Figure 5와 같이 11개의 정보 레이어 층으로 구성되

어 있는 데이터 모델로 정의하고 있다.41)

4.3. 등기제도
  

4.3.1 등기제도의 개요

스위스는 1912년에 발효된 ｢민법(ZGB)｣ 제950조

에 “등기부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와 기재는 정식 측량

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도에 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1910. 2. 22. 제정, 1912. 1. 1. 시행) 제1조제2항에 부

동산은 경계가 명확히 획정된 후에 등기하도록 규정

Figure 4. Swiss Border points Mark 
Source : Swiss cadastral system(https://www.cadastre.ch/en/services/service/info.html/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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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제2조에 부동산은 지적도 또는 부동산등

록부에 기재되거나 대장의 작성 및 부동산 설명서에 

의하여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4.3.2 등기관련 조직   

등기사무는 앞에서 제시한 Figure 2의 오른쪽 부분

과 연방의 법무행정과 출입국 및 이주민 관리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경찰부(Dept. of Justice & Police) 

소속 연방법무사무소(Federal Office for Justice, 

FOJ)의 토지등기･부동산법사무소(Office for Land 

Registry & Real Estate Law)와 350개 주 및 지역토

지등기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설립되어 있는 

민간 공증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방법무사무소(FOJ)는 헌법 및 행정법, 사법 및 형

법과 관련된 입법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모든 입법

문제에 대해 스위스 정부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자문의

견을 작성한다.

그리고 주민등기부와 토지등기부 및 상업등기부에 

대한 지도 감독기관으로 스위스 이외의 거주자에 대

한 부동산 취득사무도 감독한다.

FOJ는 국제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와 수많은 국제

기구에서 스위스를 대표하며, 국제아동납치사건의 담

당기관이며 법적 지원 및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문제

에 있어 국내외 당국과 협력한다.

이러한 FOJ는 Figure 6과 같이 공법국(Public Law 

Division), 사법국(Private Law Division), 형법국

(Criminal Law Division), 국제법률지원국(Interna-

tional Legal Assistance Division), 중앙서비스국

(Central Services Division)의 5개국을 설치하고 있

는데, 이 중 사법국에서 토지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

으며, 사법국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부(Civil Law and 

Law of Civil Procedure Unit), 국제사법부(Private 

International Law Unit), 연방민원상황사무소(Federal 

Civil Status Office), 전자민원기록부(Infostar Unit), 

연방토지등기 및 부동산법사무소(Federal Office for 

Land Registry and Real Estate Law, FOLR), 연방상

업등기사무소(Federal Commercial Registry Office)

의 6개부가 설치되어 있다.

연방토지등기 및 부동산법사무소(FOLR)에서 토지

등기와 부동산법(land registration and real estate 

law)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고 있으며, 토지등기와 선

박등기(land and ship registers)사무를 감독하고, 사

법인증절차와 관련된 사무도 관장한다. 

그리고 스위스 이외에 거주하는 자의 부동산 취득

과 관련된 입법 프로젝트와 상소권을 가진 기관으로

서 해외 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상소판결을 검

토하고 주 항소기관이나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

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42) 지방에는 350개 주 및 

지역토지등기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설립된 

민간 공증사무소에서 등기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

다.43)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역토지등기사무소에는 토

Figure 5. information layers of cadastral surveying 
(After 2004)

Source : Cadastral Template 2.0.
(http://cadastraltemplate.org/switzerland.

php/C.4 Content of Cadastral System/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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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등기관리인(Grundbuch verwalter)을 두고 등기사

무를 담당하고 있다. 등기소의 관할 구역은 지방행정

구역인 주정부가 정하며, 연방의회는 등기법제에 관

한 일반적인 감독권한이 있으며, 등기공무원은 주정

부의 공무원으로 주정부의 감독과 연방의회(Bun-

desrat)의 감독을 받는다.(민법 제956조)44)

그리고 연방상업등기사무소(Federal Commercial 

Registry Office, FCRO)는 주 상업등기사무소(Con-

tonal Commercial Registry Office)를 지도 감독하며, 

주로 상업등기법과 기업명칭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

침을 제정하고, 주 상업등기사무소의 등기항목이 법

을 준수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연방법을 정확하고 일관

성 있게 적용하도록 관리하며, 회사법 분야의 입법 프

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FCRO는 주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모든 법인에 

대한 중앙등기부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며, 중앙등

기부는 기업명칭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명칭과 동일

한지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사용되며, 이러한 명칭 검색은 우편이나 온라인

(www.regix.ch)으로 요청할 수 있다. 중앙등기부와 

주 상업등기부는 등록된 사업자 식별번호(BINA)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앙등기부의 공개 데

이터는 Zefix 인터넷 데이터베이스(www.zefix.ch)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Zefix는 스위스의 

Figure 6. Organization Chart of the Federal Office of Justice
Note: The Federal Land Registry and Real Estate Law Office is marked in the third column of the Private Law Division 

Source: Organization Chart of the Federal Office of Justice(https://www.bj.admin.ch/bj/en/home/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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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의 주소를 검색하는데 사용하고 있다.45)

4.3.3. 등기관련 법령   

 스위스의 등기관련 법령은 민법(ZGB)과 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및 칸톤법(Kanton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위스의 민법(ZGB)은 제4편 ‘물권법’ 전반에 걸쳐

서 실체적 등기법의 규정을 여기저기 두고 있으며, 특

히 제3장 점유 및 등기의 제2절 등기부에 많은 규정을 

두어 실체적 등기법뿐만 아니라 형식적 등기법도 포

함하고 있다. 그리고 1910년 2월 22일에 제정한 ‘등기

부에 관한 명령(GbVO, 1910. 2. 22. 제정, 1912. 1. 1. 

시행)’은 형식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민

법을 보완해 주고 있으며, 그 밖에 많은 시행 세칙적 

명령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세부적인 사

항은 칸톤법이 규정하고 있다.46)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은 Ⅰ. 토지의 등기, Ⅱ. 등

기의 요건, Ⅲ, 등기, Ⅵ. 채무증서 지대증서 및 질권증

서의 교부, Ⅴ. 변경 및 말소, 질권증서의 무효, Ⅵ. 가

등기, Ⅶ. 주석, Ⅷ. 토지질권등기에 대한 주의, Ⅸ. 분할 

합병 및 전사, Ⅹ. 경정, Ⅺ. 이의신청, Ⅻ. 초본 및 기록

부, ⅩⅢ. 등기기관, ⅩⅣ. 최종규정 및 경과규정 등 총 

1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47)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 제1조에 토지등기부 구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은 직권에 의하여 이를 토지등기부에 기재하도록 규

정하였으며, 제112조에는 각 등기소는 등기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방 법무･경찰부의 감독을 받도록 규

정하고 있다.

스위스의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등

기부에 관한 명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과 용수

권(用水權),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권(水利權), 제9

조의 규정에 의한 수원권(水源權), 제10a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권･다층주택소유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익권･토지부

담･토지질권･지역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상린권

(相隣權) 등이 있다.

그리고 제32a조에 소유권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

자와 등기연월일 및 취득원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08조에 등기부 이외에 소유권자 명부･채권자기록

부･질권기록부･경정대장 등을 보조기록부로 작성 관

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8)

4.3.4 등기관련 공부와 등기정보 

스위스의 등기관련 공부는 민법 제942조에 주장부

(主帳簿, Hauptbuch), 일기장(日記帳, Tagebuch), 평

면도(Pläne), 부동산기술서(不動産記述書, Liegens-

chaftsbeschreibung), 등기원인증서철(登記原因證書

綴, Belege), 부동산표시부(不動産表示簿, Liegen- 

schaftsverzeichnis)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협의의 등기부는 주장부를 말하며, 다른 장부

의 기재는 주장부의 기재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효력

이 있으며, 소유권란, 역권(役權)･토지부담의 란, 저당

권란으로 나누어 작성하는데,49)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용역권･지역권･광구권･콘도미니엄 등을 등기하고 있

다.50)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등기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은 물권변동의 

원인이 유효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즉 원인행위가 공정증서로 작성되어 있는

지의 여부만을 심사할 뿐이며, 원인관계의 실질까지

를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민법 제965조제3항)

그리고 스위스의 등기는 추정력과 공신력을 인정하

고 있는데,(민법 제9조, 제937조, 제973조 등) 이는 부

동산의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을 

공정증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등기의 강제와 성립요건

주의 및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여 부실등기가 발

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부실등기를 진정한 것으

로 신뢰하고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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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추정은 등기에 의하여 인정되고 등기명의자는 

등기된 권리의 권리자인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

937조 제1항)

따라서 추정력은 반증으로 뒤집혀 지기까지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며, 등기부는 공적장부이므로 옳지 않

음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는다.(민

법 제9조)

그러나 등기사무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등기사무가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정되면 

등기공무원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정부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주정부의 배상책임은 

1년의 시효로 소멸하며, 손해의 발생이 등기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주정부가 해당 공무원에

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955조)51)

4.4. 지적과 등기기관 간의 상호 협력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

제도는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것처럼 통합 일원화되

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적사무는 연방정부의 국방･시

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과 

주 측량사무소, 시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측량사무

소 및 민간 토지측량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러

나 등기사무는 연방정부의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

무사무소의 사법국과 지방의 지역토지등기사무소 및 

민간 공증사무소에는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는 독일의 제도와 유사하게 지적제도

와 등기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으나, 독일의 지적사무

는 행정부인 각 주의 내무부･재정부 등에서, 등기사무

는 사법부인 법원과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반

하여 스위스의 지적사무는 행정부인 국방･시민보호･

체육부에서, 등기사무 역시 행정부인 법무･경찰부에

서 관장하고 있어 독일과 다르게 지적제도와 등기제

도를 모두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지적 시스템은 100여 년 전 스위스 민법이 도입된 

이래 연방정부와 주･지방 자치 단체 및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52)

5. 결  론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내무부･대한지적공사･한

국지적학회 등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프랑스･네덜란

드･스위스･일본･대만 등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필자를 포함한 모든 지적학계와 연구자들

이 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가 통합되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 

사례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

기제도가 행정부의 2개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스위스의 지

적과 등기제도에 관한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자의 본분이라 생각하고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관련 사무는 연방정부의 국방･

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

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등기관련 사무는 연방정부의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관

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적관련 법률은 ‘필지의 경계확정측량에 관

한 훈령‘을 비롯하여 ’지적측량에 관한 법률’, ‘일필지 

측량에 관한 자동정보 처리규정’ 등을 제정 시행하고, 

1900년대 초부터 시행되어 오던 법령을 지적측량시

스템의 개혁과 디지털 데이터 포맷의 도입을 위하여 

1993년에 새로운 두 가지 법령 ‘VAV’와 ‘TVAV’로 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등기관련 법률은 1912년부

터 시행된 ｢민법(ZGB)｣과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

(GbVO) 및 칸톤법(Kanton法)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지적관련 공부는 부동산등록부･소유자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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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적도･수치지적부 등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등기관련 공부는 주장부･일기장･평면도･부동산기술

서 등을 작성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스위스 지적과 등기제도의 특징은 첫째, 

1910년대 초 지적제도 창설 당시부터 지적측량과 지

적관련 공부의 유지 관리 등 모든 지적관련 사무를 민간

부문의 측량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

가라는 것이며 둘째, 일반적으로 지적사무는 모든 국가

가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 법원

과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스위스는 지적사무와 

등기사무를 행정부의 서로 다른 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FIG의 ‘Country Report’와 

'‘Cadastral Template 2.0’ 등을 비롯하여 지적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국방･시민보호･체육부와 

소속기관 및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경찰부

와 소속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조사방법 

등에 의하여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가 통합되어 있다

는 것이 한국의 지적인들에게 각인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 결과 지적사무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

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서, 등기사무는 법무･

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각각 관장

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통합되어 

있지 않고 관장기관과 법령 및 공부 등이 분리되어 있

는 이원화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

하다.

앞으로 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밝

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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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에는 1975년부터 내무부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스위스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운
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와 법무･경찰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의 담당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관련 공적 도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며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사무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서 담당하
고, 등기사무는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지적관련 법률은 1993년에 새로이 제정한 ‘VAV’와 ‘TVAV’ 등이 있고, 등기관련 법률은 1912년
부터 시행한 ‘민법(ZGB)’과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등이 있으며

셋째, 지적공부는 부동산등록부･지적도･수치지적부 등이 있고, 등기부는 주장부･일기장･평면도･부
동산기술서 등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에서, 등기제도는 법무･경찰부에서 각각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지적공부, 등기부, 통합, 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