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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지적통계연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지적공부
통계관리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개요,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
결과 및 공표, 이용자서비스, 통계 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통계개요
1. 통 계 명
지적통계 (승인번호 : 제110005호)
2.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8조
제18조(지적통계 작성) ①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일마감, 월마감,
년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지적통계를 작성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승인통계 지정

- 승인통계 제 110005호(승인일자 : 1982. 11. 26.)

3. 작성방법

○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임야 대장항목을 집계
-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임야 항목을 행정구역별/지목별/소유구분별 면적과 지번
수로 집계
-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서 수집/작성한 통계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도 지적업
무 부서에 전송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로 전송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5.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주기 : 년 1회
○ 작성 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지적통계 작성주기 및 작성
기준일 지정

○ 공표일 : 매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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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과정 개관

□ 지적통계 업무처리절차

․ ․

- 지적통계의 작성은 개별 시 군 구 지적업무 부서에서 수집 작성한 지적 변동자료와 지

․

․
지적업무 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전송한다. 각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자의 지적업무 처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행정정보망을 통하여 시․도
적통계자료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시 도 지적업무 부서에 전송하고 시 도의

에 업로드 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서 정기적으로 집계하여 산출하고 있다
<지적통계 프로세스>

□ 지적통계 작성 전반에 대한 일정별 수행업무
○ 일정별 수행 업무
시기

내용

주체

[통계작성]
1월

- (본문) 228개 시·군·구 단위 지적공부 통계 작성
- (부록) 지적기준점, 토지이동/소유권변동 정리현황 등 작

국토교통부

성
[1차검증]
2월

- 총괄·행정구역별·지목별·소유구분별 면적 및 필지수
검증

시도/시군구

- 부록 검증 및 조사통계 보고
[자료취합]
3월

4월

- 1차 검증결과 취합

국토교통부

- 조사통계 작성
[2차검증]
- 지적통계연보 전체 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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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군구

[통계공표]
5월

- 2차 검증결과 취합

국토교통부

- 지적통계연보 공표 및 발간

7. 통계연혁

□ 지적통계

○ 최초 작성 년도 : 1970년
○ 「지적통계」통계의 작성승인신청 (승인일자 : 1982.11.26.)

□ 지적통계 연혁 및 변경 또는 개편 이력
○ 1970년 ~ 2012년 : 지적통계연보 발간
○ 1982.11.26. : 통계작성 승인
- 작성기관 : 내무부

․ ․

- 작성 대상 및 공표 단위 : 시 군 구
- 작성기준 : 매년 12.31.
- 작성주기 : 매년
- 공표일 : 작성대상년도 익년 5월

○ 1993.11.12. : 공표협의 면제

- 면제기간 : ’94. 1. 1. ~ ’97.12.31.

○ 2002.12.10. : 통계작성 변경승인
- 변경내용

1. 국유지, 민유지의 2종 분류에서 소유구분별 7종(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군요지, 법인,
비법인, 기타)으로 분류
2. 대장구분에서 수치지적부등록지를 폐지하고, 토지, 임야대장으로만 구분
3. 4개 지목(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양어장) 추가
4. 작성주기를 연1회에서 연4회(분기)로 변경(분기별 인터넷 게시)
- 변경사유 : 지적법개정(’02. 2.27.)에 따라 통계를 세분화하여 지적공부의 등록현황보고서식을 변경

○ 2003. 1.28. : 공표주기 변경(분기 → 1년)
○ 2008. 2.29.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통계작성기관 변경 (행자부 → 국토부)
○ 2009. 4. 9. :『지적통계연보』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배정(국립중앙도서관) 배정번호 : 2005-8411
○ 2009. 5 :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 직제개편
○ 2015. 1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공간정보제도과 : 조직개편
○ 2015. 5 : 소유구분 7종 ⇒ 10종
○ 2016.10 : 소유구분 10종 ⇒ 9종 (외국인, 창씨명 등 ⇒ 기타)

- 3 -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 작성 목적

○ 지적통계는 우리나라 필지의 총 등록 면적 및 지번 수, 용도별 지목 등 지적공부에 등록
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하여 매년 작성되는 통계를 의미 한다. 토지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
리 및 정책 수립, 행정 개선, 조세 부과 등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며, 필지 단위에서 생성
되는 각종 수량적 수집정보로 국가가 토지 이용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국토 개발
등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주된 활용 분야

○ 토지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활용
○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지적통계 자료 제공
○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지적통계 자료 제공
○ e-나라지표에서 지적통계 자료 제공
○ 기타 토지정보 활용 시스템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토지와 관련된 속성정보 및 공간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ㆍ관리하는 시스템
-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 : 국가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국가의 주요
SOC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온나라부동산포털 : 부동산가격, 분양정보 등의 제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

른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구축 및 운영하는 시스템
- 국가공간정보포털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유ㆍ

｢

｣

무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 및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국
가공간정보 유통을 위하여 센터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조직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
○

국토교통부 및 중앙행정기관 : 각종 토지관련 정책수립·행정개선·조세부과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관내 토지 이용 현황관리
○ 국민 및 기타 : 시군구별 면적 및 지번수 등록 현황 활용
○ 토지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자 : 토지이용상황 변화 활용
3. 이용자 의견수렴

□ 이용자 의견 수렴 내용 수용 결과

○ 지적통계연보 작성 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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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3 지적통계 시도 담당자 회의
· 지적통계 작성방법과 통계를 활용한 자료 분석 방법 등 발전방향 모색
- 2018. 12 지적통계연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지적통계연보 이용 활성화 및 개선사항 도출

4. 자료 수집

○ 지적통계 작성을 자료 수집 및 검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 2018년 지적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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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지적통계 시도 담당자 회의 결과
- 시행문

-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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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지적통계 시도 담당자 회의 결과
- 시행문

-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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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지적통계의 구성

○ 지적통계연보는 크게 총괄편과 통계도표, 시도편,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편은 지적
공부등록지를 시도별, 소유구분별로 나눈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통계도표에는 지적공부등
록지 현황 등을 그래프의 형태로 제공하며, 시도편에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상세하게 조사
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은 행정구역현황, 지적관련 현황 등의 정보들
이 제공되고 있다

구분
총괄편
통계도표
시도편

조사항목
지적공부등록지 총괄, 시도별 지적공부등록지 현황, 소유구분별 지적공
부등록지
지적통계체게표, 시도별 면적 및 지번수, 평균공시지가 현황, 지목별
현황, 시도별 지적공부등록지 현황, 시도별 지목별 면적현황
구별 면적 및 지번수, 구별 면적 및 지번수 현황, 지적통계체계표, 지
목별현황, 구별 지적공부등록지현황, 지적공부등록지 총괄, 구별 지적
공부등록지 현황, 소유구분별 지적공부등록지 현황

□ 주요 개념 및 보고 항목별 정의

○ 지적통계는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과 필지수 현황 집
계한 것으로 보고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변수명
ADM_SECT_CD
LAND_LOC_CD
LEDG_GBN
SCALE
OWN_GBN
JIMOK
MON_GBN
JIBN_CNT
PAREA

유형 자리수
설명
문자 5 행정구역코드
문자 5 토지소재코드
문자 1 대장구분
문자 2 축척
문자 1 소유구분
문자 2 지목
문자 8 월구분
숫자 10 필지수
숫자 13,2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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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서울시 종로구 → 11110
청운동 → 10100
토지 → 1, 임야 → 2
1:500 → 05
개인 → 1
전 → 01
20181200
(단위. 필)
(단위. ㎡)

○ 지적통계 보고 항목의 정의
항목
설명
-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공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지적전산파일
행정구역코드
-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하는 코드
토지소재코드
- 읍·면·동·리를 구분하는 코드
대장구분
- 토지와 임야를 구분하는 코드
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축척
- 지표상의 실제거리를 지도상에 줄여 나타낸 비율
소유구분
- 토지의 명의자에 대한 구분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
지목
에 등록한 것
월구분
- 지적기본통계의 기준 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의
필지수
수
면적
-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1-2. 적용 분류체계

□ 지적통계

○ 통계 종류 : 일반 통계
○ 작성 유형 : 보고 통계
○ 계속 여부 : 계속 통계
○ 통계 분야(주) : 토지
○ 위탁 여부 : 직접 작성

□ 지적기본통계 분류 체계
항목

대장구분
축척

분류 항목 세부 내용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code.go.kr)에 등록
코드
정의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8 토지대장(폐쇄)
9 임야대장(폐쇄)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code.go.kr)에 등록
코드
정의
00 수치
- 9 -

소유구분

지목

05 1:500
06 1:600
10 1:1000
12 1:1200
24 1:2400
30 1:3000
60 1:6000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code.go.kr)에 등록
코드
정의
설명
창씨 소유자미복구, 창씨명 등의 명의로 등록
0 일본인,
명등
된 토지
1 개인
개인명의로 등록된 토지
2 국유지
국가명의로 등록된 토지
외국인,
외국
3 공공기관
외국인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4 시,도유지 특별·광역시 또는 도 명의로 등록된 토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명의로 등록된
5 군유지
토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정부투자
6 법인
기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조합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법인 아닌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형
7 종중
성된 종족단체 명의로 등록된 토지
아닌종교단체 명의로 등록된 토
8 종교단체 법인이
지
아닌 마을공동재산, 동·리 등의
9 기타단체 법인이
명의로 등록된 기타단체의 토지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code.go.kr)에 등록
코드
정의
설명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
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
01 전
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
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蓮)·
02 답
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
지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
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
03 과수원
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
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0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 10 -

05

임야

06

광천지

07

염전

08

대

09

공장용지

10

학교용지

11

주차장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
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
설물의 부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
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
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
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
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
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
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
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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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15
16
17
18

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
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
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
류장 및 야외전시장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
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
주유소용지 가. 석유·석유제품
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
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
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
창고용지 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
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
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
도로
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
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
는 토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철도용지 비와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조수·자연유수(自然流水)·모래·바람 등을 막
제방
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
파제 등의 부지
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하천
예상되는 토지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
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
구거
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流水)가 있
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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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지

20

양어장

21

수도용지

22

공원

23

체육용지

24

유원지

25

종교용지

26

사적지

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溜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
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
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
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
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
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
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
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流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
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遊船場)·
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
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
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
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물의 부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
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
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
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
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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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묘지

28

잡종지

다.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
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
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
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
대"로 한다.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
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
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
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
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
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1-3. 보고양식 구성

□ 보고 양식 구성

○ 지적통계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25개 항목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18조(지적통계 작성) ①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일마감, 월
마감, 년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지적통계를 작성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번호
1
2
3
4
5
6
7
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 2]>

항목
지적공부등록지 현황
토지대장등록지 총괄(수치시행지역 포함)
토지대장등록지 총괄(수치시행지역 제외)
토지대장등록지 (국유지, 수치시행지역 포함)
토지대장등록지 (국유지, 수치시행지역 제외)
토지대장등록지 (민유지, 수치시행지역 포함)
토지대장등록지 (민유지, 수치시행지역 제외)
행정구역별 지목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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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지목별 현황
임야대장등록지 총괄
임야대장등록지 (국유지)
임야대장등록지 (민유지)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 총괄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 (국유지)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 (민유지)
지적공부 미복구지 현황
등록지 미복구지 총괄
지적공부등록 축척별 현황
지적공부등록 소유구분별 총괄
토지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 총괄
토지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수치시행지역 포함)
토지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수치시행지역 제외)
임야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 총괄
지적공부관리 현황 (대장)
지적공부관리 현황 (도면)

○ 지적통계 전산 조회

- 지적통계를 조회하고자 하는 화면을 호출하여 기준년월, 토지소재(선택사항) 등 선택사항
을 입력한다
- 입력이 완료되면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결과를 확인한다
-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리포트 형식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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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통계관리>

<행정구역별 지목현황 통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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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별 지목현황 통계조회

- 보고서>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 보고 양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절차 및 방법

○ 통계작성의 보고항목 변경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계청의 변경 승인 절차를 통해 변경
승인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1. 토지대장, 임야대장, 1. 토지대장, 임야대장 - 지적법개정(2002.2.27.)에
수치지적부
으로만 분류
따라 통계를 세분화하여
- 국유지, 민유지의 - 수치지적부등록지 지적공부의 등록현황보고서
2종 분류
폐지
식을 변경
- 국유지, 민유지, 도
유지, 군유지, 법인,
2002. 12. 12
비법인, 기타 등 소
2. 지목 : 24개
유구분별 7종 분류
2. 지목 : 28개
3. 작성주기: 연 1회
-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용지
추가
3. 작성주기: 연 4회
- 소유구분별 통계 - 소유구분별 통계 - 외국인 소유현황, 기타
소유구분(10종)
2015. 4. 30 소유구분(7종)
단체(종중, 종교단체 등)
: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 창씨명등, 개인, 국유지, 소유현황 등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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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지, 법인, 비법인,
기타
- 조사대상기간
: 매분기 1월1일~3월31일
- 조사실시기간
: 분기 4월1일~4월20일
- 작성주기: 연 4
회
- 소유구분별 통계항
목을 10종으로 구분
작성
국유지, 도유지,
2016. 11. 25 : 개인,
군유지, 법인,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외국인 등, 창씨명 등

외국인등, 도유지,
군유지, 법인,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 조사대상기간
: 매년 말 기준
- 조사실시기간
: 매년
- 작성주기: 연 1
회
- 소유구분별 통계항
목을 9종으로 구분
작성
: 개인,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법인,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기타(외국인등,창
씨명 등)

수요 증가로 통계를 세분
화 할 필요 있음
- 조사대상기간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보고
- 조사실시기간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보고
- 외국인 소유토지자료
의 일관성 확보측면에
서, 지적 통계의 소유구
분별 항목을 통합(10개
→9개)
: 외국인 등+창씨명 등⇒
기타로 통합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과 통계작성대상
○ 작성항목

- 지적사무정리상황보고서
토지이동상황(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적복구, 등록사항정정, 구획정

‧

리, 경지 정리), 소유권 정리, 민원처리(토지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 등록
증명서) 등
- 지적공부목록부

‧ ‧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토지 임야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적도, 임야도
등
- 지적공부 등록현황
지적 공부등록을 개인, 국유, 도유, 군유, 법인, 종중, 종교, 기타단체, 기타 9종으로 분리
하고 이를 다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잡종지
및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용지 등 28개 지목으로 구분
- 지적측량기준점 표지관리 상황보고서
행정구역별 기준점 명칭, 전년누계, 설치(신설, 재설치), 폐기, 관리현황(완전, 망실, 기타)

○ 작성체계
- 시‧군‧구(지적과) → 시‧도(지적과)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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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간 내 통계작성대상의 변동 발생 여부

○ 지적소관청에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연도마감), 제18조
(지적통계 작성) 에 따라 최종 마감을 수행하며, 이를 대상으로 지적통계를 작성하므로 통
계작성대상 변동 발생 없음
제17조(연도마감) 지적소관청에서는 매년 말 최종일일마감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업무처
리를 마감하고, 다음연도 업무가 개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적통계 작성) ①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일마감, 월마
감, 년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지적통계를 작성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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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흐름도
○ 지적통계 작성 체계

○ 자료 수집 대상설정
- 지적통계 자료수집 대상 및 범위는 소관청에서 작성한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등록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하며 통계를 시군구, 시도, 센터단위로 작성하고 지적
통계는 매일, 매월, 매분기, 매년 자동으로 작성된다
제18조(지적통계 작성) ①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일마감, 월마
감, 년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지적통계를 작성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 최초 보고자 단계에서 전산입력, 오류점검, 집계자료 등의 과정
○ 자료 처리 및 집계

- 지적통계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전산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공부를 기본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지적기본통계 작성 등을 처리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제3호(정의)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
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지적통계 전산 조회
- 지적통계를 조회하고자 하는 화면을 호출하여 기준년월, 토지소재(선택사항) 등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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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력한다
- 입력이 완료되면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결과를 확인한다
-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리포트 형식으로 확인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통계관리>

- 21 -

<행정구역별 지목현황 통계조회>

<행정구역별 지목현황 통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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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행정구역별 소유구분별현황 통계조회>

<행정구역별 소유구분별현황 통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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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최초 보고자 단계에서 전산입력 및 오류점검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 입력 및 오류점검 관련 근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전산자료장애․오류의 정비)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자료의 구축이나 관리과정에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때에
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 또는 오류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비한 때에는 그 정비내역을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 지적통계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서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의 토지표시 및 소유자사
항을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며, 지적공부의 토지이동 및 소유권변동 처리과정에서 오류 검
증하고 있음.
- 토지이동 처리시 지목, 축척 등은 표준 코드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적은 허용범
위를 계산하여 벗어나는 경우 오류를 표시하고 있음
- 소유권변동 처리시 소유구분, 소유권변동원인 등은 표준 코드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
며, 등록번호는 소유구분에 따른 자릿수 체크를 하고 있으며, 공백 값이 존재하는 경우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음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사용자 교육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실무자 교육 관련 근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역할분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
보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3.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4조(교육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용자가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사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용자 교육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실무자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지적공부 관리 및 등록 등 사용자 교육 실시
- 교육계획 :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실무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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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
- 교육회수 :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교육 회수 지정
- 교육내용 : 교육교재 및 실습을 통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실무자 교육

○ 2018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실무자 교육지원 내역
과정명
수료인원
수탁 제11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실무과정

40

수탁 제13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실무과정

40

수탁 제31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실무과정

40

- 교육 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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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국토정보 교육원

- 2018년 교육 과정

교 시 1
2
3
4
5
6
7
8
시 간 09:00～ 10:00～ 11:00～ 13:00～ 14:00～ 15:00～ 16:00～ 17:00～
요일 09:50 10:50 11:50 13:50 14:50 15:50 16:50 17:5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입교식
/
부동산종합공부
월
♣ 과정소개
업무별 기능
시스템 개요
-공통기능 및 종합공부조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Network 역사는 과거가
화
업무별 기능(실습)
업무별 기능(실습) Meeting 아니라 미래다
-측량성과-토지이동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수 업무별 기능(실습) 업무별 기능(실습) 업무별 기능(실습) 업무별 기능(실습)
-소유권 처리 - -통합공부 오기정정 - -연속도처리- -용도지역지구관리목
자료정비 시스템 정비요령
지적정책방향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금
업무별 기능(실습)
수료식
♣
-토지이동 대단위 토지이동○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매뉴얼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지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사용자지침서 등을 제공하고 있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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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지원 홈페이지 자료실>

□ 보고단계에 대한 의문사항 발생시 조치 방안
○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지원 홈페이지의 “FAQ”, “Q&A”, “기술지원요청”을
이용하여 질의/응답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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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지원 홈페이지 FAQ>

○ 부동산종합공부 유지관리사업단 콜센터(1599-1482) 운영
3. 현장관리

□ 보고 완료시점 미준수에 따른 조치절차 및 방안

○ 지적통계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매일, 매월, 매분기,

매년 자동으로 작성되므로 보고 완료 미준수 사례가 없음

□ 주요 질의 응답․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기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회신 관리
- 소관청 및 중앙부처에 공문으로 질의/회신한 사례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지원 홈페
이지에 등록하여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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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지원 홈페이지 질의/회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FAQ 관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지원 홈페이지의 Q&A를 통해 질의/응답을 수행하며, 축적된
질의/응답 자료를 이용하여 FAQ 에 제공함

- 29 -

Ⅴ. 다른 행정자료 활용
1.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 지적통계 [부록] 편 1. 전국행정구역현황 수록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통계의 1. 전국행정구역
현황의 1-1. 총괄 편 활용

□ 지적직 공무원 현황

○ 지적통계 [부록] 편 시․도별 지적직 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 등록현황 수록

□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현황

○ 지적통계 [부록] 편 본부별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의 정원 및 현원 등록현황 수록

□ 지적기술자격별현황

○ 지적통계 [부록] 편 시․도별 지적직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의 지적기술자격현황 수록

2.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행정자료의 수집 목적, 내용, 과정, 방법, 일정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 목적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수록

․․

․

․․

․

- 내용 : 시도별 등록된 시 군 구, 행정시 자치구가 아닌 구, 읍 면 동, 출장소, 통 리, 반, 면적,
세대수, 인구
- 과정 및 방법 : e-나라지표에 공표된 정책자료 다운로드
- 일정 : 년 1회
- 관리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유지관리방법 : 보안 관리가 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관리

○ 지적직 공무원현황 및 지적기술자격별 현황
- 목적 : 시․도별 지적직 공무원 현황 및 지적기술자격별 현황 수록
- 내용 : 시․도별 지적직 공무원 급수별 정원 및 현원 등록현황, 지적기술자격별 현황
- 과정 및 방법 : 17개 시도 토지과로 지적통계연보 작성을 위한 공문 시행하여 자료 요청
- 일정 : 지적통계연보 1차 검증 공문 요청하여 자료 수집
- 관리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유지관리방법 : 보안 관리가 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관리

○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현황 및 지적기술자격별 현황

- 목적 :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별 직원현황 및 지적기술자격별 현황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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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별 직원 급수 정원 및 현원 등록현황, 지적기술자격별 현황
- 과정 및 방법 :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지적통계연보 작성을 위한 공문 시행하여 자료 요청
- 일정 : 지적통계연보 1차 검증 공문 요청하여 자료 수집
- 관리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유지관리방법 : 보안 관리가 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관리

□ 행정자료의 입수 방법, 경로, 법적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 입수방법 : e-나라지표에 공표된 정책자료 다운로드
- 인터넷 경로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41

○ 지적직 공무원 현황/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현황/지적기술자격별 현황
- 입수방법 : 17개 시도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요청 공문 발송
- 경로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자료 수집

○ 행정자료 입수 법적근거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8조(지적통계 작성)

제18조(지적통계 작성) ①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일마감, 월
마감, 년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지적통계를 작성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3. 행정자료의 매칭방법

□ 활용 방법
○ 활용 방법

- 17개 시도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각 기관별 등록 현황을 회신하며, 이를 취합하여 시
도별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등록현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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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 보고결과 자료의 코딩(부호화)방법, 내용, 코드 체계

○ 지적통계는 국가의 모든 토지를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기초로 행정구역
별(시․도, 시․군․구), 소유구분별(개인,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법인,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기타), 지목별(28개 지목별)로 분류하여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
록된 토지의 면적과 지번수를 집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
록된 지적공부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고 있다

○ 지적전산자료의 코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 19조에 따른다
제19조(코드의 구성) ① 규칙 제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는 행정구역코드 10자리(시·
도 2, 시·군·구 3, 읍·면·동 3, 리 2),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를 합한
19자리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이외에 사용하는 코드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코드 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지적통계 자료구조
번호
변수명
유형 자리수
설명
예
1 ADM_SECT_CD 문자 5 행정구역코드 서울시 종로구 → 11110
2 LAND_LOC_CD 문자 5 토지소재코드 청운동 → 10100
3
LEDG_GBN 문자 1 대장구분
토지 → 1, 임야 → 2
4
SCALE
문자 2 축척
1:500 → 05
5
OWN_GBN 문자 1 소유구분
개인 → 1
6
JIMOK
문자 2 지목
전 → 01
7
MON_GBN 문자 8 월구분
20181200
8
JIBN_CNT 숫자 10 필지수
(단위. 필)
9
PAREA
숫자 13,2 면적
(단위. ㎡)

□ 보고 자료의 전산입력 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검출을 위해 적용한 방법
○ 지적통계 작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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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통계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지적업무 처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취합
하여 매월 말 지적통계를 작성한다

․ ․

- 지적통계 작성은 시 군 구 지적업무부서에서 수집 작성한 지적 변동자료와 지적통계자

․

․

료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시 도 지적업무부서에 전송하고 시 도의 지적업무부
서는 이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센터로 전송한다.

․ ․
통하여 시․도에 업로드 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하여 산출하고 있다

- 각 시 군 구 지적업무 담당자의 지적업무 처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행정정보망을

○ 지적통계연보 작성원칙

- 토지(임야)대장의 면적 및 소유구분, 축척을 기준으로 작성
- 면적은

㎡단위로 기재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 소수점 자리가 없을 경우 ‘.0’ 반드시 표기
. 단, 임야대장에 대한 통계이거나 축척별 통계 중 수치를 제외한 축척은 소수점을 표시
하지 않음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삼각점 및 보조점, 도근점 등의 자료
중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상이한 경우 자료 검증 시 해당 내용을 보정하고 그 사유를
제출

○ 자료입력 교육 실시여부와 교육 일정 및 방법
- 교육계획 :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실무자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
- 교육회수 :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교육 회수 지정
- 교육내용 : 교육교재 및 실습을 통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실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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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실무자 교육 관련 근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역할분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
보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3.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4조(교육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용자가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사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용자 교육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매뉴얼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지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사용자지침서 등을 제공하고 있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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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지원 홈페이지 자료실>

2. 자료내검

□ 보고 단계별 개별자료 중 중복, 누락 등에 대한 확인 및 보완 방법

○ 지적통계의 작성은 아래 <표> 와 같이 기초자료작성 - 1차검증 - 자료보완 - 2차검증 취합 및 공표의 체계로 진행
- 각 수행기관에서 수행업무 내용을 검증하며 그 결과를 보완한다
<표> 지적통계 작성

구분
월
수행업무 내용
기초자료 작성 1～2월 총괄편, 시도편, 부록편의 기본통계 작성
작성자료 1차 검증 및 시․군․구
1차 검증
3월
조사자료 작성(공무원 현황 등)
자료보완
4월
검증자료 및 작성자료 취합
2차 검증
4월
2차 검증 실시
취합 및 공표 5월
최종 검증 및 통계 공표

○ 지적통계의 항목별 작성 및 검증요령

수행기관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국토교통부

- 지적통계연보 작성 지침서에 자세한 내용은 참조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검증요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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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지적공부등록지
총괄

작성요령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12.31. 기준 통계정보를 이용
하여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의
대장구분, 소유구분, 지목별
면적과 지번수 집계
- 면적 단위는 ㎡ 이며 소수
점 첫째 자리까지 집계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12.31. 기준 통계정보를 이용
2. 시도별 지적공부 하여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지 현황
지목별 면적과 지번수 집계
- 면적 단위는 ㎡ 이며 소수
점 첫째 자리까지 집계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12.31. 기준 통계정보를 이용하
2-1. 토지대장등록지 여 시도별 토지대장의 지목별
현황
면적과 지번수 집계
- 면적단위는 ㎡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집계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12.31. 기준 통계정보를 이용하
2-2. 임야대장등록지 여 시도별 임야대장의 지목별
현황
면적과 지번수 집계
- 면적단위는 ㎡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집계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12.31. 기준 통계정보를 이용하
3. 소유구분별 지적 여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의 소
공부등록지 현황 유구분별 면적과 지번수 집계
- 면적단위는 ㎡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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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요령
- 지적공부등록지의 총계는
지적공부등록지현황(시도별)
통계와 동일할 것
- 지적공부등록지의 총계는
소유구분별 지적공부등록지현
황 통계와 동일할 것
- 토지대장등록지와 임야대
장의 등록지 합계가 소계와
일치할 것
- 시‧도별 지적공부등록지의
총계는 지적공부등록지 총괄
의 소계와 동일할 것
- 시‧도별 지적공부등록지의
총계는 토지대장등록지현황과
임야대장등록지현황의 합계와
동일할 것
- 부록편의 지적공부목록현
황(대장) 전산화일 대장의 합
계와 동일할 것
- 토지대장등록지현황의 총
계는 지적공부등록지 총괄의
토지대장등록지 소계와 동일
할것
- 임야대장등록지현황의 총
계는 지적공부등록지 총괄의
임야대장등록지 소계와 동일
할것
- 소유구분별 지적공부등록
지현황의 총계는 지적공부등
록지 총괄의 소계와 동일할
것
- 소유구분별 지적공부등록
지현황의 총계는 개인, 국유
지, 도유지, 군유지, 법인, 종
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기타
의 지적공부등록지현황의 합
계와 동일할 것

3-1. 개인 지적공부
등록지 현황
3-2. 국유지 지적
공부등록지 현
황
3-3. 도유지 지적
공부등록지 현
황
3-4. 군유지 지적
공부등록지 현
황
3-5. 법인 지적공부
등록지 현황
3-6. 종중 지적공부
등록지 현황
3-7. 종교단체 지
적공부등록지
현황
3-8. 기타단체 지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12.31. 기준 통계정보를 이용하
여 시도별 소유구분별(개인) 면
적과 지번수 집계
- 면적단위는 ㎡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집계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12.31. 기준 통계정보를 이용하
여 시도별 소유구분별(국유지)
면적과 지번수 집계
- 면적단위는 ㎡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집계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12.31. 기준 통계정보를 이용하
여 시도별 소유구분별(도유지)
면적과 지번수 집계
- 면적단위는 ㎡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집계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12.31. 기준 통계정보를 이용하
여 시도별 소유구분별(군유지)
면적과 지번수 집계
- 면적단위는 ㎡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집계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12.31. 기준 통계정보를 이용하
여 시도별 소유구분별(법인) 면
적과 지번수 집계
- 면적단위는 ㎡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집계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12.31. 기준 통계정보를 이용하
여 시도별 소유구분별(종중) 면
적과 지번수 집계
- 면적단위는 ㎡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집계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12.31. 기준 통계정보를 이용하
여 시도별 소유구분별(종교단체)
면적과 지번수 집계
- 면적단위는 ㎡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집계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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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지적공부등록지현황
의 총계는 소유구분별 지적공
부등록지현황의 개인 합계와
동일할 것
- 국유지 지적공부등록지현
황의 총계는 소유구분별 지적
공부등록지현황의 국유지 합
계와 동일할 것
- 도유지 지적공부등록지현
황의 총계는 소유구분별 지적
공부등록지현황의 도유지 합
계와 동일할 것
- 군유지 지적공부등록지현
황의 총계는 소유구분별 지적
공부등록지현황의 군유지 합
계와 동일할 것
- 법인 지적공부등록지현황
의 총계는 소유구분별 지적공
부등록지현황의 법인 합계와
동일할 것
- 종중 지적공부등록지현황
의 총계는 소유구분별 지적공
부등록지현황의 종중 합계와
동일할 것
- 종교단체 지적공부등록지
현황의 총계는 소유구분별 지
적공부등록지현황의 종교단체
합계와 동일할 것
- 기타단체 지적공부등록지

12.31. 기준 통계정보를 이용하
시도별 소유구분별(기타단체)
적공부등록지 여
면적과 지번수 집계
현황
- 면적단위는 ㎡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집계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12.31. 기준 통계정보를 이용하
3-9. 기타 지적공부 여 시도별 소유구분별(창씨명,
등록지 현황 외국인) 면적과 지번수 집계
- 면적단위는 ㎡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집계

현황의 총계는 소유구분별 지
적공부등록지현황의 기타단체
합계와 동일할 것
- 기타 지적공부등록지현황
의 총계는 소유구분별 지적공
부등록지현황의 기타 합계와
동일할 것

3. 무응답

□ 주요 항목에 대하여 항목 무응답률

○ 지적통계의 자료 항목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산자료를 코드화 하여 관리하므로 무응답
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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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주요 통계표, 그래프 등을 제시하고, 해석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기술

○ 매년 지적통계연보 공표시 보도자료에 전년 대비 국토면적 증가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국
토현황 비교표 등이 기술되어 있음

<2018년 지적통계연보 주요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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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에 공표된 2018년 지적통계연보 보도자료>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8배 만큼 넓어져
2018년 지적통계연보 발간…10년 전 대비 도시시설 토지 22% 증가
□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

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OO)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8년 지적통계연보 (2017.
*

기준)」를 발간했다.

12. 31.

< 지적통계연보란? >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 수록
□

2018

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364㎢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인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
○ 주요 증가 사유는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
크노밸리(MTV)지구 신규등록
0.4

㎢ 등이다.

15.9

㎢, 경기 시화 멀티테

㎢,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신규등록

2.8

붙임1> 참조

<

□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살펴보면,
○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상북도
16,828

치시

-

㎢(16.8%),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465

12,335

1,522

㎢, 인천 동구

7.1

㎢(19.0%), 강원도

㎢ (12.3%)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특별자

㎢, 대전광역시

501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경북 안동시

19,033

1,820

㎢ 순으로 면적이 작다.

539

㎢(1.8%), 강원 인제군

㎢(1.5%)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1,645

㎢(1.6%),

㎢, 대구 중구

2.8

㎢ 순으로 면적이 작다.

7.2

○ 지목별 토지 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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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으로 구분했으며,

-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전(밭)

-

7,611

㎢(7.6%), 도로

3,251

㎢(63.6%)이며, 답(논)

63,834

㎢(3.2%)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임야는 강원도가
라남도가

㎢(11.2%),

11,282

13,774

㎢(21.6%)로 가장 많으며, 농경지는 전

㎢(16.5%), 대지와 공장용지는 경기도가

3,308

784

㎢(19.2%)로 가장 많

이 차지하고 있다.
○ 소유 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등 9종으로 소유
형태를 구분했으며,

-

개인 소유
15,274

51,517

·

㎢(51.3%), 국 공유지

㎢(15.2%), 기타

330

33,243

㎢(33.1%), 법인 및 비법인

㎢(0.3%) 순이다.

□ 또한, 국토부는 지난 1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

2008

년 말 대비

원)는 각각

10

년 동안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녹지(임야, 공

㎢(4%),

867.9

㎢(1%) 감소한 반면, 도시시설(대지, 공장, 학교,

566.4

주유소, 창고) 및 교통 기반 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토지는 각각
(22%),

-

550.2

한편, 지난

810.6

㎢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 동안 경기 화성시(40.3㎢)와 충남 당진시(24.6㎢)가 도시시설

10

및 교통 기반 시설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화성: 도로 개설(제2서해안 고속도로, 비봉-매송간 고속도로), 택지 개발(동탄
신도시, 남양뉴타운, 향남 2택지, 봉담 2택지) 등
*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국도38호선(석문-가곡간) 신설 등
□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금년
5월 말 공공기관, 도서관 ,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 아울러, 지적통계연보는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 43 -

붙임 1

2017년 국토면적 증가 주요내용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 (15.9㎢)

여수시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신규등록 (0.4㎢)

경기 시흥․안산 시화MTV지구 신규등록(2.8㎢)

▶ 국토면적 증가의 주된 요인은 전남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
립(15.9㎢)이 가장 컸고, 경기 시흥‧안산시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
업 (2.8㎢)이 뒤를 잇고 있다.
▶ 이 외에도 미등록 토지등록 등 관리되지 못했던 토지를 정비하면서 매년
국토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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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보도내용 관련 국토현황 비교표

□ 국토면적 변동추이(10년간)

(단위: 년, ㎢)
기준일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면적 99,720 99,828 99,897 100,033 100,148 100,188 100,266 100,284 100,295 100,339 100,364

□ 도로 및 대(垈)의 면적 변동추이

(단위: 년, ㎢)
구분
1980
1990
2000
2017
도로
1,399
1,812(+29.5%) 2,349(+67.9%) 3,251(+132.4%)
대
1,721
1,937(+12.6%) 2,278(+32.4%) 3,093(+79.7%)
▶ 국토이용ㆍ개발정책에 따른 고속도로 확충ㆍ신도시개발 등으로 지난 30년간 도
로 132.4%(1,852㎢), 대(垈)는 79.7%(1,372㎢)로 증가 추세
□ 농지(전‧답) 및 임야의 면적 변동추이

(단위: 년, ㎢)
구분
1980
1990
2000
2017
농지
22,099
21,483(-2.8%) 20,507(-7.2%) 18,893(-14.5%)
임야
66,128
65,571(-0.8%) 65,138(-1.5%) 63,834(-3.5%)
▶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인해 농지 14.5%(3,206㎢), 임야 3.5%(2,294㎢)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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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대비 농경 및 녹지지역 감소현황
농경지역(전,답,과수원,목장)
시도
감소면적
전국
867.9
서울특별시
-6.7
부산광역시
-21.2
대구광역시
-24.0
인천광역시
-30.2
광주광역시
-17.0
대전광역시
-15.1
울산광역시
-15.2
세종특별자치시
12.2
경기도
-204.9
강원도
-69.3
충청북도
-82.1
충청남도
-77.3
전라북도
-65.6
전라남도
-54.3
경상북도
-90.3
경상남도
-80.5
제주특별자치도
-26.3

(단위: ㎢)

녹지지역(임야,공원)
시도
감소면적
전국
566.4
서울특별시
0.9
부산광역시
-8.9
대구광역시
-4.1
인천광역시
0.5
광주광역시
-6.5
대전광역시
-4.7
울산광역시
-12.7
세종특별자치시
52.7
경기도
-135.7
강원도
116.1
충청북도
-79.2
충청남도
-143.4
전라북도
-63.0
전라남도
-89.1
경상북도
-95.0
경상남도
-74.7
제주특별자치도
-19.6

※ 세종시는 2012.7.1. 신설되어 2008년 대비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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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대비 교통 및 도시지역 증가현황
교통지역(도로,철도,주차장)
시도
증가면적
전국
550.2
서울특별시
3.5
부산광역시
12.6
대구광역시
8.5
인천광역시
19.0
광주광역시
6.3
대전광역시
6.2
울산광역시
10.7
세종특별자치시
9.9
경기도
92.1
강원도
47.3
충청북도
36.0
충청남도
60.4
전라북도
54.6
전라남도
67.8
경상북도
57.8
경상남도
46.6
제주특별자치도
10.7

(단위: ㎢)
도시지역(대,공장,학교,주유소,창고)
시도
증가면적
전국
810.6
서울특별시
3.7
부산광역시
17.5
대구광역시
17.9
인천광역시
33.1
광주광역시
11.4
대전광역시
7.4
울산광역시
18.7
세종특별자치시
14.0
경기도
204.5
강원도
42.9
충청북도
58.4
충청남도
91.5
전라북도
43.1
전라남도
67.3
경상북도
80.8
경상남도
76.6
제주특별자치도
21.8

※ 세종시는 2012.7.1. 신설되어 2008년 대비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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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보고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통계작성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통계작성 기준시점 매년 월 말
○ 공표시기 작성기준년도 익년 월
○관련 근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17조(연도마감) 지적소관청에서는 매년 말 최종일일마감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업무
처리를 마감하고, 다음연도 업무가 개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적통계 작성) ①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일마감, 월
마감, 년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지적통계를 작성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12

:

5

:

17

18

2-2. 공표일정

□ 사전에 계획 및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 방법
○ 매년
-

월에 전년도 기준 지적통계연보를 공표하며,

5

공표일정 공개 홈페이지

나라지표

: e-

>

나라지표에 공표일정 공개

e-

국토현황(행정구역별, 소유자별, 지목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28

□ 최근 공개된 공표일정과 실제 공표시기

○ 최근 공개된 공표일정 : 2018년 지적통계(2017.12.31. 기준)는 2018년 5월 공표 예정
○ 실제 공표시기 : 2018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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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예정 : 2019년 지적통계(2018.12.31. 기준)는 2019년 5월 공표 예정
○ 공표방법
- 인터넷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홈페이지 게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지적통계연보 간행물(책자) 발간

․지적통계연보 배부내역
배부 / 수량
총계

관련부처
․
자치단체
․
소속기관
․
도서관

언론사

기타

소계
국가기관
시도 지적부서
공공기관 자료실
지적 관련 학과
대학교 도서관
전문 대학교도서관
관련 고등학교
시도 운영도서관
공사 및 협회
소계
서울
부산
인천 / 경기
대전 / 충남
대구 / 경북
광주 /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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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533
289
52
18
21
17
105
57
4
13
2
243
47
7
20
18
21
16
6
20
11
25
14
38
1

수량
868
622
65
312
27
17
105
57
4
13
22
243
47
7
20
18
21
16
6
20
11
25
14
38
3

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 작성방법 비교성

○ 법 개정 또는 이용자의 의견 반영에 따라 분류 기준 변경
승인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1. 토지대장, 임야대장, 1. 토지대장, 임야대장 - 지적법개정(2002.2.27.)에
수치지적부
으로만 분류
따라 통계를 세분화하여
- 국유지, 민유지의 - 수치지적부등록지 지적공부의 등록현황보고서
2종 분류
폐지
식을 변경
2. 지목 : 24개
- 국유지, 민유지, 도
3. 작성주기: 연 1회 유지, 군유지, 법인,
2002. 12. 12
비법인, 기타 등 소
유구분별 7종 분류
2. 지목 : 28개
-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용지
추가
3. 작성주기: 연 4회
- 소유구분별 통계 - 소유구분별 통계 - 외국인 소유현황, 기타
소유구분(7종)
소유구분(10종)
단체(종중, 종교단체 등)
: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 창씨명등, 개인, 국유지, 소유현황 등에 대한 통계
군유지, 법인, 비법인, 외국인등, 도유지, 수요 증가로 통계를 세분
기타
군유지, 법인, 종중, 화 할 필요 있음
기타단체
2015. 4. 30 - 조사대상기간 종교단체,
- 조사대상기간
- 조사대상기간
: 매분기 1월1일~3월31일 : 매년 말 기준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보고
- 조사실시기간
- 조사실시기간
- 조사실시기간
: 분기 4월1일~4월20일 : 매년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보고
- 소유구분별 통계항 - 소유구분별 통계항 - 외국인 소유토지자료
목을 10종으로 구분 목을 9종으로 구분 의 일관성 확보측면에
작성
작성
서, 지적 통계의 소유구
국유지, 도유지, : 개인, 국유지, 도유지, 분별 항목을 통합(10개
2016. 11. 25 : 개인,
군유지, 법인, 종중, 군유지, 법인, 종중, →9개)
종교단체, 기타단체, 종교단체, 기타단체, : 외국인 등+창씨명 등⇒
외국인 등, 창씨명 등 기타(외국인등,창 기타로 통합
씨명 등)
○ 통계 기준자료(매년 12월 말)는 동일하나 분류기준(소유구분 등)의 변경으로 전체 지번수/
면적 등 합계의 변경 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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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유무
○

지적통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전산자료로 생성되므로 시계열
단절은 없다

3-3. 국가간 비교성

□ 국제기구 등에 통계자료 제공

○ 지적통계는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하지 않음

4. 일관성
4-1.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동일한 조사내용 또는 보고항목이 포함된 다른 통계 존재 유무

○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가 일치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자료의 일치성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가 일치하도록 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항상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2. 작성주기 차이에 의한 통계의 일관성

□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작성주기가 다른 통계 존재 유무
○ 지적통계는 1년 주기로 작성 및 공표
○ 지적통계연보의 [부록]의 전국행정구역현황

- 행정안전부에서 1년 주기로 공표하나 작성 기준일자 상이

○

지적통계연보의 [부록]의 지적직 공무원현황/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현황/지적기술자격별
현황

- 17개 시도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전년도 12.31. 기준으로 현황 자료 작성

4-3.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 잠정치와 확정치간 차이의 크기

○ 지적통계는 매년 말 12월 기준 확정치로서 잠정치는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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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활용 실태

□ 국토교통부 사이트 보도자료 접속현황
○ 관련 사이트 : 국토교통부

- 인터넷 주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lst.jsp
- 조회기간 : 2014. 1. 1. ~ 2018.12.31. 기준

제 목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8배 만큼 넓어져
1년 사이 우리나라 국토 여의도 15배 크기만큼 늘어
우리 국토, 1년 새 여의도 4배 면적만큼 늘어
국토 면적 1년 새 여의도 6배 증가
1년 새 달라진 국토 모습, 지적통계로 한 눈에!

- 52 -

등록일자 조회수
2018-05-28 5716
2017-04-17 4320
2016-05-09 4843
2015-05-08 4401
2014-05-12 8088

□ 언론보도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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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통계작성 문서화

□ 통계작성 절차별 문서화 현황

○ 토지이동업무 편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업무의 표
준화된 토지이동 업무처리를 위한 토지이동업무 편람 참조

○ 자료수집 방법 : 시스템을 통한 자동 집계
○ 지적통계연보 작성 지침서 : 지적통계 연보 작성 및 검증을 위한 지침서 참조
○ 공표자료 제공 방법 : 보도자료 및 관련 홈페이지 게시, 간행물(책자) 발간
2. 접근성 및 명료성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경로
○ 국토교통부

- 인터넷경로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0845
- 제공자료 :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인터넷경로 :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4&hFormId=1182&hDivEng=&month_yn=
- 제공자료 : 지적통계

○ e-나라지표

- 인터넷경로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28
- 제공자료 : 국토현황(행정구역별, 소유자별, 지목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인터넷경로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5408&vw_cd=MT_ZTITLE&list_id=116
_1100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 제공자료 : 행정구역별 소유구분별 국토이용현황

2-2. 연락처 정보

□ 통계 담당자 또는 이용관련 문의 연락처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044-201-3486

2-3. ~ 2-4. 통계 설명자료 제공 (작성개요~참고자료)

□ 통계 설명자료 소재
○ 통계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 통계 개요, 주요항목, 의미분석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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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통계 개요 및 용어해설, 작성지침서 등 수록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의미분석, 유의점, 관련용어, 작성방법 등 수록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여부와 제공 방법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여부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자료 전산자료 제공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전산자료의 제공) ①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하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의
장
2. 시·도 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
도지사
3. 전국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국토교통부장
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
하여 전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전산자료
2. 용도지역·지구도, 건물통합정보 연속지적도 등의 공간자료
3.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의 속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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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제1호의 지적전산자료를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요구 및 제공방법

지적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요청 할 경우 신청 및 자료 제공은 “공문”을 원칙으로 함
- 소요시간
국토교통부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1주일 이내 제공
- 제공자료 포맷과 레이아웃
신청기관에서 자료제공 포맷 및 레이아웃을 작성하여 요청하며,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
(*.TXT)로 제공

4. 비밀보호 및 보안
4-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의 수집, 입력, 전송,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해 취한 조
치, 방법(규정)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 권한 부여 및 전산자료의
관리책임,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보안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사용자권한 부여) ①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
용자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개인별로 부여된 업무분장표에 따른 지정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권한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
리훈령 제601호)을 준용한다.
제5조의2(사용자권한 신청) ① 지적공부 관리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
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지구등의 관리, 개별공시지가관리, 개별주택가격관
리에 관련된 권한 및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의 권한을 등록 또는 삭제 하고자 하는 때에
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삭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자료의 관리책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
부서장"이라 한다)가 구축·관리한다.
1.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장
2.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면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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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지구도 등은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을 입안·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
4.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정보 등의 자료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5. 그 밖의 건물통합정보 및 통계는 그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장
제2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시 고
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의 방안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
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4-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의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를 위한 조치

○ 지적통계는 식별가능 조사항목이 없으므로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지 않음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과정에서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를 위한 조치

○ 마이크로데이터 자료 제공의 경우 지적기본통계 항목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음

4-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의 수집, 입력, 전송,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유실, 유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
하여 취한 조치, 방법, 법령(규정)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기관의 장은 지적전산자료를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전산자료의 관리책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
부서장"이라 한다)가 구축·관리한다.
1.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장
2.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면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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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지구도 등은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을 입안·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
4.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정보 등의 자료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5. 그 밖의 건물통합정보 및 통계는 그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장
제7조(전산자료의 유지·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
여 지적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전산자료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22조(보안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
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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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담당 부서 및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주관 부서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2019년 현재 담당 인력 : 2명

2. 사업예산

□ 사업 예산

○ 지적통계연보 작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지 않음

3. 자료처리 시스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
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 자치단체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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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
- 시군구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URL 접속
- 사용자 등록 후 ID / PW 입력 하여 로그인

- 종합공부조회 > 통계관리 화면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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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년월 및 선택사항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하여 조회결과를 출력 또는 엑셀저장 가능

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지적통계연보 작성 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 2018. 03 지적통계 시도 담당자 회의

- 지적통계 작성방법과 통계를 활용한 자료 분석 방법 등 발전방향 모색

○ 2018. 12 지적통계연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지적통계연보 이용 활성화 및 개선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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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참고문헌
1. 동일통계 외국자료

□ 유사 외국 통계
○ 미국

- 미국 토지관리국(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Bureau of Land Management)은 미국의
토지관련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
- 인터넷 주소 : https://www.blm.gov/about/data/public-land-statistic
- 자원 정보, 환경 보존, 상업적 이용, 레저 활동, 문화유산, 보건 등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정보에 관한 통계는 약 280 페이지 정도의 간행물(Public Land Statistics)로 작성되
어 PDF 파일로 제공
- 자료는 토지관리국의 조사를 통하여 생성되며 1년의 갱신주기를 가짐(수집한 데이터를 정
리한 후, 다음 해 5~7월 중에 갱신)
- 미국 정보는 조사 결과를 통하여 자연환경 보호, 재해 예방, 생산량 증가 등 공공토지 관
리 및 개발, 경제적 이익 창출에 활용

○ 일본

․

- 일본 國土交通省의 토지 부동산국은 토지 및 부동산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 인터넷 주소 : http://www.mlit.go.jp

․

- 주택 토지 통계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취득하여 토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토대
로 주택과 가구의 거주 상황 및 세대가 보유한 토지 등을 실태를 파악하고 추이를 밝히는
조사 수행
- 해당 통계 데이터는 5년의 갱신주기를 가지며, 토지기본조사종합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웹
사이트에서 출판물로 제공
- 조사 결과는 주거생활 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는 주거생활 기본계획, 토지 이용계획 등의
시책의 기획, 입안,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독일

- 독일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은 각 지방의 다양한 통계 정보를 수
집 및 분석하여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
- 인터넷 주소 : https://www.destatis.de/DE/Home/_inhalt.html
- 해당 기간은 14개 지방 통계청에서 생산된 통계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 및 처리하여 매일
일부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며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양한 갱신주기를 가짐
- 토지 유형별 사용 및 용도 등에 대한 자료 및 갱신날짜를 제공

○ 외국 통계와의 비교

- 지적통계의 경우 각 국은 온라인 서비스와 출판물을 통하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만 제공했다. 또한, 해당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국가도 다수 있었다.

․

- 통계 데이터가 융 복합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로 제공되고 있다. 단순히 토지정보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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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data) 로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 정책과 금융정책, 인구정책, 도시계획 등의
정보와 연계하여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의 통계정보는 주 단위보다 더 세밀하고 지
역의 소득수준을 계층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해상도가
높았다
- 지적통계도 수요자 관점의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며 제공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문헌

○ 해당 통계와 관련된 연구문헌 또는 정책보고서, 통계가 수록된 국내외 보고서
- 국토교통부. 2016.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규통계개발 및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 김용덕, 우리나라 지적통계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경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8(국회도서관).
- 통계청,

「부동산분야」201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0. 10.(통

계청/정책정보/통계품질관리/자료실)
- 통계청, 지적통계 수시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0. 4(통계청/정책정보/통계품
질관리/자료실).

「

」

- 통계청, 주택·토지·법무 분야 지적통계 국가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06. 9(통계청/정책정보/통계품질관리/자료실).
- 김행종, “토지 및 부동산정보의 구축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8권 제1호(2012년 6월), pp.25-42(국회도서관).
- 김행종, “지적통계연보의 이용자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3권 제1
호 (2007년 6월), pp.73-88(국회도서관).
- 김혜원, 홍은표, “부동산 통계 발전전략 연구”,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 부동산포커
스. 제33호(2011년 2월), pp.12-23(국회도서관).
- 유승동, “토지통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지적 및 소유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지적학회지
제33권 제2호(2017년 8월), pp.23-32(국회도서관).
- 이성화, “지적통계의 이용실태 및 한계진단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3권 제2호
(2011. 12), pp.35-50(국회도서관).
- 홍성언, 김덕호, 박기헌, “지적통계 자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지 제27권
제2호(2011년 12월), pp.49-63(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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