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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business process in whic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utilizes spatial DB of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for 

compensation service. By the analysis of spatial data connected with compensation service, the 

influence of the matching error among spatial data on the business process for the service is 

identified and it is required to draw a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it.

▸Keywords : Geospatial data, compensation business, matching error

1. 서 론

본 연구는 공사의 보상업무에 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업무에 활

용되는 공간자료의 황을 분석함으로써 공간자료의 정합성 오차가 공사의 보상업무에 미치

는 향을 도출하고 이에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공간자료의 보상업무 활용 문제

첫째, 지 도 내에서도 개별․연속지 도 자체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둘째, 각 부처에서 

고시하는 공간정보의 바탕도가 다양하고 사용 목 에 따라 축척이 달라 불부합 발생이 발생

하며, 개별 부처별 용도지역지구 리 시스템의 부재와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자료의 

갱신주기가 달라 불부합  복 생산으로 최신성 확보가 미흡하다. 셋째, 개별 시스템  

업무목 에 따라 공간자료가 다르게 구축됨으로써 상이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간데이터의 다

양화로 인한 자료간의 불부합이 발생하고, 상이한 축척으로 제작되어 민원  행정업무 수

행 시 어려움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반 인 지형자료는 KLIS를 통해 이용되지만, 국 

지자체의 개별 인 자료수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간 불부합  불일치가 일어나며, 

앙행정기   지자체간 업무 조가 미흡하고, 개별정보시스템간 연계 범 가 상이하여  

1:5,000와 1:25,000의 연동시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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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축된 DB의 치 정확도를 연속지 도, 용도지역지구도, ALLIS / SPINKS 등 

사업별로 비교 분석 한 결과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치상 정합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형태도 각 사업별로 일치 하지 않으며, 도로 한 각각의 경계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그림 1]  구축된 DB의 치 정확도 비교

 

3. 공간자료의 오차가 보상업무에 미치는 향

첫째로 공간자료의 오차는 사업계획과정에서 용지비 산정에 향을 미치게 되어 타당한 

사업비 선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한 지역본부장은 사업비 한도 안에서 실행계획을 수립

해야 하므로 실행계획의 수립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 단 지역본부의 투자사업비 

결정시 지역본부장은 사업지구 지정제안 는 보상착수를 한 투자사업비 결정 시 지역본

부의 경 수지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공간자료의 오차에 의한 투자사업비

의 차이는 지역본부의 경 수지 리에 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보상가격 산정을 한 토

지평가 시 지목  면  사정 과정에서 공간자료의 오차에 의해서 사업계획과정에서 산정한 

용지비의 보상액과 실제 토지평가액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을 일으켜 

실무자들의 업무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4. 실무 활용을 한 공간자료의 개선방향

공간자료의 활용 문제와 치정확도 문제가 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의 보상업무에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의 개선을 해서 택지개발사업의 사례를 심으로 보상업무에 

용된 공간자료의 리 수   치정확도와 지 정리 과정에서 수행한 지 측량에 따른 

지 불부합 사례를 심층 으로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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