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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이용하여 4대강 사업 전·후에 발생한 하천구역 내 토지이용변화

와 지적정보 오류 형태를 분석하여, 국공유지 지적정리사업 시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토지이용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낙동강 4개보를 중심으로 총 40km안쪽의 하천구

역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이 실시되었던 총 하천구역의 필지별(84.3%)과 면적별

(85.5%) 국공유지 소유비율과 유사하게 필지별(79.9%)과 면적별(93.3%) 국공유지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지목을 기준으로 사업 전은 하천(71.6%)과 전(12.3%)이, 사업 후에는 하천은 42.7%로 

크게 줄어든 대신, 체육용지를 포함한 공원지역(19.6%)과 잡종지(20.8%)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사업 전·후의 필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행정구역과 소유구분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86.7%의 감

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정보의 오류 유형으로는, 지적정보 누락, 지적선 중첩, 지적

선 위치와 경계 오류, 미세폴리곤 발생, 지적선과 하천경계선의 불일치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항공

사진분석을 통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법은 하천구역과 같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

로 신속한 정보획득을 통한 토지이용현황파악 및 재산관리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항공사진, 지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하천구역, 국공유지, 지적불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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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duse changes and cadastral information error categories in the four major river 

areas were analyzed for the use of policy data as cadastral re-arran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lands would be required, using high-resolution air-photographs and cadastral 

maps before and after the river development. The study sites were the river areas of 

40km around four dams of the Nakdong river where their landuses were changed most. 

As the results, national and public lands reached 79.9% of land parcels and 93.3% of land 

areas of the study sites similar with those of the four river areas, 84.3% of land parcels 

and 85.5% of land areas. The landuse classification of the study sites before the four 

river development was consisted most of‘river’(71.6%) and‘rice field’(12.3%), but 

after the development the‘river’was reduced to 42.7% and‘park area’(19.6%) 

including sport fields and‘mixed lots’(20.8%) were increased. Also, 86.7% of land 

parcels before the development could be reduced after the development if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land ownerships were not considered. Cadastral information error categories 

can be found as cadastral polygon missing, polygon overlap, location and boundary 

non-coincidence, small polygon generation, and non-coincidence between cadastral 

boundary and river boundary. Landuse change monitoring method using air-photographs 

will be useful to analyze landuse state through fast information aquisition and to manage 

properties of national and public lands such as river areas.

KEYWORDS : Air Photograph, Cadastral Map, Korean Land Information System, River Area, 

National and Public Land, Cadastral Non-Coincidence

서  론

최근(’09~’12년)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된 4대강(영산강, 낙동강, 금강, 남한강) 사업

으로 인해 하천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하천경

계선1) 내의 토지이용형태에 많은 변화가 발생

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도와 토지이용형태와의 

불일치율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더욱이 지적

도 정보의 경우 하천 주변 보상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변화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분석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경계·

면적·위치)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MLTM, 2012), 토지의 이용(국가하천기본계

획 등)에 구조적 장애를 초래하며, 나아가 지적

관리와 국가 토지행정에 혼란을 가져오므로, 토

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현

재의 국토 이용 현황과 지적정보간의 일치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전국

에 산재한 지적불부합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전 국토를 조사·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 및 관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06년 

토지조사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2010년 지

적재조사특별법(안) 입법추진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1년 9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정부는 사업의 기본계획 및 구체적인 실시계

획을 바탕으로 약20년(2012부터 2030년까지) 

동안 약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지적불

부합지 정리 및 선진 디지털 지적을 구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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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Lee, 2012).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부터 다양

한 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여, 항공

사진을 이용하는 방안(MLTM, 2011a), 정확도 

기준에 관한 연구(MLTM, 2011b), 비용절감 

방안(MLTM, 2011c), 지적선진화 기본계획

(MLTM, 2011d) 및 최신 측량기술 도입과 검

증에 관한 연구(MLTM, 2011e) 등을 수행하

였다.

특히, 지적분야에 항공사진을 이용하는 연구

는 1977년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경지정리지

구 시범측량(MLTM, 2011a)이후, 다양한 분야

에 적용되어 지적불부합지 정리방안에 대한 연

구(Hong, 2005; Lee, 2010), 지적경계 추출

연구(Kim and Lee, 2008; Choi, 2009; Kim, 

2010; Gwak, 2010; KSGIS, 2012), 수치지

적도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Kang et al., 
2001; Kim et al., 2004; Jang and Jo, 

2010; MLTM, 2011a) 등 주로 민유지인 도시

지역과 농경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

러나, 국공유지에 대한 지적정리사업은 예산과 

인력부족이라는 명분으로 정부는 오랜 기간 동

안 실시하지 않아, 지속적인 지적분할로 인한 

많은 군소필지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적도와 실제토지이용현황과의 불부합률이 심

각한 실정이다(Sung and Lee, 2005; Lee et 
al., 2008; Shin et al., 2010; Kim, 2013). 

특히, 4대강 사업이후 국공유지의 비율이 높은 

4대강 하천구역에 대한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지적정리사업을 위한 자

료 구축의 필요성도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이 연구는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이용

하여 4대강 사업 전·후에 발생한 하천구역 내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적불부합

지를 포함한 지적정보 오류 형태를 밝혀, 향후 

지적재조사 및 국공유지 지적정리사업 시 정책

적 자료로서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4대강유역 토지변화 분석과 관련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은 한국토지정보시

스템(Korean Land Information System, 

KLIS)의 지적정보를 수집하고, 4대강 사업 

전·후 변화된 하천구역의 고해상도 항공사진

자료를 취득하여, 하천구역 내 토지이용형태 변

화 분석 및 지적정보의 오류 형태 분석과 더불

어 효율적인 정책적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하

였다. 전체적인 연구내용 및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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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method

1. 연구 대상지

선정기준으로 지형(위치 및 면적) 및 토지이

용변화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하천구역일 것과 

4대강 사업 공사 전·후(’08~’13년 사이) 고해

상도 항공사진 수집이 가능한 대상지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육안으로 기초조사를 해 본 결

과, 4대강유역의 구미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

보, 창녕함안보 중심으로 상·하류 각각 5㎞씩 

총 40㎞ 안쪽의 하천구역을 연구 대상지로 선

정하였다(그림 2 참조). 이 연구 대상지의 필지

는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총 필지의 약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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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udy sites

14,372필지에 해당되며, 면적은 약 7%인 46.6

㎢였다.

2. 연구 자료 수집

항공사진(공간해상도: 0.25m)과 디지털 지

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이용

하였다. 연구대상지의 공사 전 항공사진은 

2009년에 촬영된 것이며, 공사 후의 것은 

2012년에 촬영된 것이다. 디지털 지적도는 하

천경계선과 함께 2013년도 자료를 제공 받았

으며, 2009년도에 제작된 디지털 지적도와 확

인결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지에 대

한 지적재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지의 4대강 사업 시 공구별 

공사계획도(종합계획도 및 조경계획도)도 국토

교통부에서 제공받아 분석에 이용되었다. 

문헌자료는 지적, 공공측량, 공간정보기술, 

수자원 등 관련분야에 대한 기존 논문 및 보고

서를 참고하였으며, ｢지적재조사 특별법｣, ｢측
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항공레이

저측량 작업규정｣, ｢하천법｣과 같은 법령 및 규

정을 연구에 적용하고, 정책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 분석 방법

4대강 사업 공사 전·후 하천구역 토지이용

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항공사진의 해상도에 대

한 적용가능성을 분석해 본 결과, 토지이용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데 공간해상도 0.25m 항

공사진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항공사진과 

지적도의 중첩을 위해, 좌표계는 Transverse 

Mercator GRS80 중부원점, 투영가산점 남북방

향 600,000m 동서방향 200,000m으로 설정하

여 적용하였다. 지적도와 항공사진의 좌표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좌표변환은 수행하지 않았다.

중첩분석을 통한 연구대상지의 공사 전·후 

지적도 기반의 지목변화와 위치변화 및 지적정

보 오류에 대한 비교분석은 ArcGIS 프로그램

의 Polygon 생성기능을 사용하여 가시적 판독

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면적변화는 ArcGIS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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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wnerships of land parcels and areas within the four major river areas

로그램의 Calculate Geometry 기능을 사용하

여 각 필지별 면적을 일괄적으로 생성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대

상지의 공사 전·후 지목별 면적을 비교·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이용한 토

지이용변화 분석결과와 지적정보 오류 형태에 

따른 현황파악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활용방

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결과 및 고찰

1. 4대강유역 토지이용형태 분석

먼저, 4대강 사업이 실시되었던 공사구간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자 지적도상 토지이용형

태를 소유지별 및 지목별로 분석을 해보았다. 

1) 소유지별 분석

4대강 사업이 실시되었던 (남)한강, 금강, 영

산강, 낙동강유역의 하천경계선 내 지역에 대한 

필지별 및 면적별 소유지 구분을 하여 보았다

(그림 3 참조). 

먼저 필지별 소유구분을 해 본 결과, 총 

145,277필지 중 낙동강이 가장 많은 필지인 

84,745필지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영산강 

22,521필지, 금강 21,080필지, 한강이 16,931

필지로 남한강지역만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가장 필지가 적었다. 소유지별로는 국공유지가 

한강에서 최소 80.2%, 영산강에서 최대 89.9%

로 나타났으며, 평균 84.3%로 대부분의 하천경

계선 내 지역이 국공유지에 속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특히, 국공유지 중 시도유지와 군유지

는 평균 1.7%, 3.7%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대다수의 지역이 국유지에 속하였으

며 평균 79.0%의 지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민유지는 한강과 낙동강에서 각각 

14.7%, 13.5%로 크게 나타났으며, 금강과 영

산강에서는 6.3%, 6.5%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법인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

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소유한 것을 말하는데, 평균 2.8%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디지털 지적도 상에는 

소유자 불분명지도 평균 1.3%로 나타나, 향후 

지적재조사시 우선적으로 소유구분을 정리하여

야 할 것이다. 

면적별로 소유구분을 분석해 보면,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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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and-use classification of land parcels within the four major river areas

가 필지별 소유구분 결과와 비슷한 8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중 시도유지와 군

유지는 평균 0.7%, 1.1%로 미미한 수준을 나

타내 국유지가 평균 83.7%로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낙동강만 76.7%로 낮

게 나타났으나, 한강, 금강, 영산강은 95.5%, 

93.9%, 97.0%로 면적별로는 국유지가 하천경

계선 내 대다수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과 소유자 불분명지

는 평균 0.9%, 2.6%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민유지는 평균 11.0%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한강에서는 필지별로는 14.7%였으나 면적별로

는 2.1%로 나타난 반면에, 낙동강에서는 필지

별로도 13.5%, 면적별로도 16.7%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4대강 하천경계선 내 지역의 필지 및 면적별 

소유지를 구분해 보았을 때, 국공유지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 필지별로는 평균 87.2%, 

면적별로는 평균 86.4%나 되었다. 그 중 면적별

로는 낙동강 지역의 79.7%를 제외한 한강, 금강, 

영산강은 97.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이나 하천구역 지적정비사업 

시 정부주도의 필지통합 및 필지수 감축을 통한 

정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지목별 분석

28종류의 지목을 중심으로 필지를 구분해 보

았다. 크게 하천관련지목과 하천관련 외 지목으

로 나누는데, 하천관련지목으로는 하천, 제방, 

구거, 유지이며, 하천관련 외 지목으로는 전, 

답, 임, 대, 도로, 공원 등이 있다. 4대강 하천

경계선 내 필지의 지목을 분석한 결과, 하천관

련지목의 필지가 평균 43.9%로 하천관련 외 

지목의 56.1%에 비해 12.2% 낮게 나타났다

(그림 4 참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목은 하천과 전으

로 평균 23.9%, 23.4%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는 답과 제방으로 평균 12.1%, 12.0%를 

차지하였다. 하천관련지목 중 하천과 제방이 가

장 크게 차지하며 평균 35.9%로, 하천관련 외 

지목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전과 답의 35.5%

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전은 한강유역

에서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답은 영산

강유역에서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로

가 차지하는 비율은 8.7%를 차지하였는데, 한

강유역은 제방은 현저히 낮은 비율인 2.6%

(평균 12.0%에 비해)밖에 되지 않았지만 도로

는 12.7%로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

을 보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전과 답에 대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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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ntinued

필지의 비율은 급격히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하천경계선 내 필지는 위에서 언급

한 하천관련지목을 제외한 모든 지목은 현실적

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향후 하천관련지목으

로 다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

업 공구별 계획에 자전거 도로 조성과 체육용

지, 생태공원을 포함한 다양한 공원 조성 사업

이 포함되어 있어, 공원 및 자전거 도로와 관련

된 토지이용형태에 대한 지목을 하천관련지목 

하부에 세부지목으로 넣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

야 할 것이다.   

2. 연구대상지의 공사 전·후 토지이용변화 분석

공사 전·후 연구대상지의 지목별 면적이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하천이었다(그림 5 

참조). 공사 전은 평균 71.6%로 합천창녕보지

역의 최소 60.5%부터 구미보지역의 최대 

8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 후

는 평균 42.7%로 강정고령보지역에서 최대 

52.7%로 나와, 공사 전의 하천이 차지하는 면

적의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 큰 면

적을 차지하는 지목은 공사 전에는 전(12.3%)

으로 나타난 반면, 공사 후는 잡종지(20.8%)와 

체육용지를 포함한 공원지역(19.6%)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4대강 사업 중 제시된 수변공간의 

개발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포함한 

생태공원 및 다목적 공원조성의 결과로 보인다. 

공사 전의 전을 포함한 답의 면적은 15.8%로 

하천구역 내 농사를 짓는 면적이 상당하였으나,

공사 후는 5.3%로 1/3로 면적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창녕함안보지역은 

전의 면적이 공사 전(19.7%)이나 공사 후

(19.1%)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

후 이 지역에 대한 상세한 토지이용형태에 대

한 분석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세 번째로 큰 지

목은 제방으로 공사 전(5.3%)과 후(7.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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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Before 

FIGURE 5. Analysis of land-use classification of the study sites before and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four major riv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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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ntinued

큰 변화는 없었다.

그 중 공사 전의 지목을 소유지와 비교해 보

면, 그림 6과 같이 민유지는 주로 답과 임야 지

목을 가진 지역이나, 주민들이 국공유지를 불법

점용하여 전·답의 형태로 농사를 지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연구대상지역을 공사 전·후 지목별로 

항공사진과 중첩하여 비교하여 보았다(그림 7 

참조). 하천을 중심으로 공사 전에는 주로 전과 

답이 하천가장자리를 차지하였으나, 공사 후에

는 공원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잡종지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공사 후의 지목별 

구분은 행정구역과 소유구분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나, 연구대상지 총 면적의 93.3%에 달하

는 국공유지를 지적정리하였을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필지수도 공

사 전의 14,372필지에서 1,918필지로 86.7%

의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참조).

Land Parcel

Before After Ratio (%)

Total 14,372 1,918 13.3

Gumi-bo 2,394 456 19.0

Kangjung 
Goryeong-bo 3,844 391 10.2

Hapcheon 
Changnyeong-bo 3,259 441 13.5

Changnyeong 
Haman-bo 4,875 630 12.9

TABLE 1. Land parcel changes of the 

study sites before and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four major 

riv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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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Ownership and land-use classification of the study sites before the 

development of the four major river areas (an example area of the Hapcheon 

Changnyeong-bo)

Before

After

       Gumi-bo              Kangjung                 Hapcheon            Changnyeong 

                            Goryeong-bo            Changnyeong-bo         Haman-bo

FIGURE 7. Classification of lands of the study sites before and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four major river areas

3. 지적정보 오류 유형 분석

1) 지적정보 누락

디지털 연속지적도를 폴리곤을 기준으로 지

목별로 색을 입혔을 때, 그림 8에서 보이는 것

처럼, 폴리곤이 없는 필지들이 있었다. 연구대

상지 안에서는 강정고령보지역에서 2군데(a, 

b), 합천창녕보지역에서 1군데(c), 창녕함안보

지역에서 1군데(d)가 존재하였다. 지적관리가 

대체적으로 잘 된 민유지가 아닌, 4대강 전체의 

국공유지를 감안해 볼 때, 실제 폴리곤이 없는 

필지가 상당수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종이형태의 지적공부와는 확인하지 않았으

나, 앞으로 지적재조사 및 지적정리를 디지털 

지적도형태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안한다면 향후 지적정보관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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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URE 8. Cadastral polygon missing

(a)

     
Paper cadastral map

(b)

     
Paper cadastral map

FIGURE 9. Cadastral polygon overlap in the site of Hapcheon Changnyeong-bo

2) 지적선 중첩

디지털 연속지적도를 분석해 본 결과, 필지별 

폴리곤이 없는 경우와 더불어 필지별 폴리곤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여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민유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국유지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그

림 9에서는 합천창녕보지역에서 나타난 디지털 

연속지적도 중첩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천

으로 되어 있는 (a)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911-1의 필지를 기준으로 (b) 경상북

도 고령군 우곡면 포리 950 필지와 (c) 경상북

도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612 필지가 서로 겹

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세 필지 다 국유

지였으며,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었다. 

위의 세 필지들의 폴리곤 형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이형태로 된 지적도를 경상북

도 고령군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에서 띄어 

확인해 보았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하천이며 

국유지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디지털 지

적도의 폴리곤 형태와 종이 지적도의 형태를 비

교해본 결과, 두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

었으므로, 실제 위의 세 필지들은 면적이 겹쳐

져 있는 형태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 다른 디지털 지적선 중첩의 예로서 그림 

9(d)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25 

필지와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봉산리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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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adastral location errors in the site of Hapcheon Changnyeong-bo 

(c)

     
Paper cadastral map

(d)

    
Paper cadastral map

FIGURE 9. Continued

필지의 중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필지의 

형태도 종이 지적도의 형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 하천구역에 대한 국유지 

지적정보에 대한 재조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지적선 위치와 경계 오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수 있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이 되어 있는 현실

이다. 이 연구에서도 합천창녕보지역에 나타난 

지적선 위치 및 경계 오류에 대한 사례들을 많

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에 나타난 지적

위치 오류에 대한 형태를 예로 들면, 현재 하천

이 흐르는 지역에 위치한 필지가 전·임·대로 

되어 있는 경우(왼쪽)와 농사를 짓는 전·답이 

위치해 있는 필지에는 하천을 뜻하는 지목인 

천으로 분류된 경우(오른쪽)를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예전에 물이 흐른 하천의 위치가 변동

된 것을 지적도상에서는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적선 경계 오류에 대한 경우도 그림 11에

서 볼 수 있는데, 전의 경계가 실제 모습과 다

른 방향과 형태를 띄고 있는 경우(왼쪽)라든지, 

도의 위치가 실제 위치와 맞지 않는 경우(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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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adastral boundary errors in the site of Hapcheon Changnyeong-bo

(a)

 
(b)

 
(c)

FIGURE 12. Small polygon generation

Area(㎡)
Land parcel

Total Gumi-bo
Kangjung 

Goryeong-bo
Hapcheon 

Changnyeong-bo
Changnyeong 
Haman-bo

5 245 38 59 39 109

6~10 232 30 71 43 88

11~20 431 62 86 102 181

21~40 696 111 191 149 245

Total 1,604 241 407 333 623

TABLE 2. Status of small polygon generation in the study sites

쪽)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또한 하천구역의 국

공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지적자료 관리의 미비

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4) 미세폴리곤 발생

하천구역에서의 지속적인 지적분할작업으로 

인해 필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미세폴리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지번 중복이나 지번 누락과 같은 오류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TKCIA, 2013). 

그림 12에서 (a) 강정고령보지역과 (b) (c) 

합천창녕보지역에서 발생한 미세폴리곤의 형태

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연구대상지역 내의 미세

폴리곤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면적이 5

㎡, 6~10㎡, 11~20㎡, 21~40㎡ 이하의 필지

들을 찾아보았다(표 2 참조). 그 결과, 5㎡ 이

하의 총 필지수가 245필지나 되었으며, 그 중 

창녕함안보지역에서 109필지로 가장 많이 발견

되었다. 40㎡ 이하의 총 필지수는 1,604필지에 

도달했으며, 창녕함안보지역이 623필지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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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3. Non-coincidence between cadastral boundaries and river boundaries

5) 하천경계선과 지적선의 불일치

하천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하천경계선은 

현 토지이용형태를 나타내는 지목인 천(하천)

의 필지들의 지적선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그림 13과 같이 하천경

계선이 천과 임(임야)의 지적선들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a)나 답(밭), 대(대지)나 임의 지적

선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b)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것은 4대강 공사 시“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가 아닌 단순한 

분할측량방식의 토지이동정리를 택하였기 때문

(TKCIA, 2013)"으로 생각되며, 향후 국공유지 

지적재정리사업을 통한 정부기관간의 디지털 

방식의 정보통합 필요성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

각된다.

4. 정책적 활용방안

전자정부·IT강국에 걸맞는 국가경쟁력 제고

를 위하여 디지털 지적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

며, 그 일환으로 종이지도의 전자화, 고해상도 

영상 기반의 국토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등이 수

행되고 있다. 하천구역과 같은 국공유지의 효율

적 관리방안으로, 항공사진 기반 국공유지 관리

시스템은 토지의 위치 현황 등 신속한 정보획

득을 통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정보 및 재산

관리 지원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항공

사진분석을 통한 토지피복 변화 모니터링 방법

은 기존의 지리정보 갱신 주기를 축소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변화되는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지형정보의 최신자료를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이 토지이용현황 분석결과는 

국가하천기본계획 등 국토 개발 사업에 효과적 

정책 자료로 활용가능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항공사진을 이용한 

지적정보 오류 유형 분석 결과도 앞으로 진행

되어질 지적재조사사업 또는 국공유지 지적정

리사업을 위한 신속한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하

는 기초조사 시나 사업 성과품의 검수조사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유형 사례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속한 현황파악을 장점으로 하는 항공사진

을 이용한 공간정보 분석 방법은 디지털 부동

산 정보화 체계 마련으로 국민 복지 및 편의 

도모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토관리의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해상도 항공사진

을 이용하는 방법은 각종 국토개발사업으로 전 

국토가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첨단 측량방법

을 이용한 신속·정확한 지적재조사 수행과 갱

신된 지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활용가능하며, 디지털 지적정보를 기

반으로 실세계와 유사한 3차원 공간정보를 구

축하고, 지적공간정보 표준화로 국가공간정보체

계 구축사업 및 새주소 사업 등과 연계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적, 공공측량, 공간정보

기술, 수자원 등 관련분야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지적재조사 특별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 
｢하천법｣과 같은 법령 및 규정을 토대로, 정책 

담당자간의 의견 수렴을 통한 통합형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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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근거로도 활용가능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4대강유역 토지변화 분석과 관련

하여, 종래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및 토

지이용현황자료를 수집하고, 4대강사업 전·후 

변화된 하천구역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자료를 

취득하여, 토지이용형태 변화 분석 및 지적정보

의 불일치를 포함한 지적정보 오류 현황 파악

과 더불어 효율적인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4대강 사업이 실시되었던 (남)한강, 금

강, 영산강, 낙동강유역의 하천경계선 내 지역

인 하천구역에 대한 필지별과 면적별 소유지 

구분을 분석해 본 결과, 필지별로는 국공유지가 

평균 8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특히 국유지가 평균 79.0%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별로도 국

공유지가 필지별 소유구분 결과와 비슷한 

8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 

국유지가 평균 83.7%로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유지인 

시도유지와 군유지의 평균 1.7%, 3.7%의 필지

별 비율과, 평균 0.7%, 1.1%의 면적별 비율, 

그리고, 공유지와 유사한 성격의 법인소유의 평

균 2.8%의 필지별 비율과 평균 0.9%의 면적별 

비율이 속한 지역을 모두 합치면, 필지별로는 

평균 87.2%, 면적별로는 평균 86.4%에 달하는 

지역이 향후 지적재조사나 하천구역 지적정비

사업 시 정부주도의 필지통합 및 필지수 감축

을 할 수 있는 지역일 것이다. 

토지이용형태를 나타내는 28종의 지목을 중

심으로 필지들을 분류해 보았을 때, 하천관련지

목(하천, 제방, 구거, 유지)의 필지(평균 

43.9%)보다 하천관련 외 지목(전, 답, 임, 대, 

도로, 공원 등)의 필지(56.1%)가 더 높게 나타

났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목은 하

천(23.9%)과 전(23.4%)으로 나타났으며, 답

(12.1%)과 제방(12.0%)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대상지는 지형 및 토지이용변화가 복합

적으로 발생한 하천구역으로 4대강 사업 전·

후의 고해상도 항공사진 획득이 가능한 지역을 

기준으로, 구미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와 창

녕함안보 중심으로 상·하류 각각 5km씩 총 

40km 안쪽의 4개 하천구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대상지의 필지수는 4대강 사업지역 필

지수의 약 10%에 해당되며, 전체 면적의 7%

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연구대상지의 공사 전 국공유지 필지형황을 

파악해 보면 전체 4대강 사업지역과 유사한 평

균 79.9%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대부분이 국

유지(73.8%)인 것으로 밝혀졌다. 면적별로는 

국공유지가 93.3%를 차지했으며, 그 중 국유지 

비율도 92.2%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4대강 사업 전·후의 연구대상지 토지이용변

화를 지목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사업 전은 

하천(평균 71.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

고 전(12.3%)이 그 다음을 이었으나, 사업 후

에는 하천은 평균 42.7%로 크게 줄어든 대신, 

체육용지를 포함한 공원지역(19.6%)과 잡종지

(20.8%)가 크게 늘어났다. 이것은 4대강 사업 

시 하천고수부지에 많이 조성되었던 전과 답을 

없애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조

성과 같은 하천구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발생

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연구대상지내 사업 

전·후의 필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행정구역과 

소유구분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86.7%의 감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지적정보의 오류 

유형으로는, 필지의 폴리곤이 없는 지적정보 누

락 형태, 필지별 폴리곤이 중첩되어 있는 형태

의 디지털 연속지적선 중첩 오류, 지적선 위치

와 경계가 잘못 위치하여 있는 형태, 지속적인 

지적분할작업으로 발생된 미세폴리곤 발생 형

태, 지적선과 하천경계선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형태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지적도 불일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정확한 지적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가하천기본

계획 시 하천구역 설정,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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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개발사업, 하천주변 수재해 지역 피해보상 

등을 위한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

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항공사진분석을 통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

링 방법은 지리정보의 갱신주기를 줄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변화 데이터 제공으로 

최신의 자료로서의 갱신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천구역과 같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신속한 정

보획득을 통한 토지이용현황파악 및 재산관리

지원에도 효과적으로 활용가능 할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4대강 하천유역변경에 따른 지적

공부정리 방안과 국공유지 지적불부합지 분석

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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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이 설정된 지구 이외에 하천의 역

할을 하는 곳으로 제방이 있는 곳은 제방법

선, 제방이 없는 곳은 포락지 상단으로 함

(MLT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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