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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토지정보
1. 토지관리

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구청장, 군수가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구․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2013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토지 47만 9,302필지 중 38만

6,166필지가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되었으며, 7월 1일 기준은 6,488필지가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되었고, 표준지는 8,179필지이다.

전년대비 지가변동 내용을 보면 전체 10.38%가 상승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중구

7.15%, 남구 9.16%, 동구 15.45%, 북구 8.16%, 울주군 12.54%가 각각 상승하였다.

전체적인 지가변동 원인을 보면 동구지역 주택재개발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으

로 인한 부동산 구매력 증가 등 요인과 전국 지역 간 균형성 제고 등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우리 시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현대백화점 동측에 위

치한 남구 삼산동 1526-12번지로 ㎡당 900만 원, 최저가는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1번지로 ㎡당 226원이다.

한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사

가 현지 출장, 직접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반영하는 제

도인 주민참여제를 전 구․군에서 시행하여 이의신청 필지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관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위주로 토지가 거래되도록 토지거래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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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남구지

역의 개발제한구역 축소 재지정 1.20㎢(‘13년)와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6개 구역

16.65㎢이며, 2013년에는 허가구역 3건 2.04㎢(남구 두왕동 테크노산업단지 0.09㎢,

강동유원지지구 1.35㎢, 진하 마리나항 개발지구 0.6㎢)를 재지정 하고, 3건 14.61

㎢(청량 율리 11.42㎢, 언양 반천, 반연 국립대학부지 1.71㎢, 반송일반산업단지

1.48㎢)는 허가구역 진행 중에 있으며, 북구 진장물류2단계개발지구 0.2㎢는 허가

구역 기간이 만료되어 해제되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현황 〉                                                                                   (단위：㎢)
구  분 대       상 면 적 기     간 비 고
계 7개소 17.85

테크노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남구 두왕동

개발제한구역 일부
1.20

2013. 5. 31. ~

2014. 5. 30(1년)

국토교통부

장 관

테크노산업단지 남구 두왕동 일부 0.09
2013. 6. 20. ~

2014. 6. 19(1년)

울 산

광역시장

강동유원지지구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부
1.35

2013. 1. 1. ~

2015. 12. 31(3년)

울 산

광역시장

진하마리나항

개발지역

서생면 진하리, 화정리,

서생리 일부

온산읍 강양리 일부

0.60
2013. 2. 1. ~

2016. 1. 31(3년)

울 산

광역시장

울주군신청사

건립부지
울주군 청량면 율리 전부 11.42

2011. 2. 1. ~

2014. 1. 31(3년)

울 산

광역시장

국립대학부지
울주군 언양읍 반연,

반천리 일부
1.71

2011. 2. 1. ~

2016. 1. 31(5년)

울 산

광역시장

반송일반산업단지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부
1.48

2011. 11. 19. ~

2014. 11. 18(3년)

울 산

광역시장

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
   1)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의 부동산중개업소

는 최근 5년 연속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1,554개소이다. 그 중 여성공인중개사의

창업 비율 또한 늘어나 전체 47.1%인 732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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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부동산거래문화 선진화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실명제 시행으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투기 및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상반기에 시와 구·군 합동으로 하반기에는

구·군 자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2013년도에도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

업소 지도·단속을 27개반 67명으로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42건, 과태료 부과 32건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관내 신규분양 아파트 8개 지구의 견본주택 오픈기간 동안 불법중개를 부

추기는 일명 떳다방 단속과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하여 위반사항으로 신고·접수된 42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였으며, 2010년부터

전국 광역자치 단체 최초로 실시한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는 1,430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실명제 실시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상호 신뢰는 물론 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해 왔다.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는 부동산중개 사무소 내 대표자의 대형사진 게시

와 대표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고 영업하는 제도이다.

〈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 〉                                                                                 (단위：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 비  고

1,554 1,446 107 1   

관내 부동산중개업자의 직무수행 능력증진 및 새로운 부동산정책 다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336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조성

을 위한 부동산 관련 특강(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양도소득세법 해

설), 최근 중개업 관련 법령 해설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동산중개

문화 선진화 및 중개업 직무수행 능력향상에 이바지 하였다.

   2)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

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 및 부동산 실거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왔으며, 2013년도 전체 부동산 실거래

신고 3만 9,070건의 부동산 실거래신고자를 대상으로 부적정 혐의자 169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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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 2건, 증여 19건과 자체조사 실시 결과 신고지연 등 90건

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함께 관할 세무서 통보 조치를 하였다.

라. 2014년 업무계획
   1)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국세 및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보다 정확히 조사·산정함으로써

신뢰받는 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토지와 이의신청 토

지에 대한 주민참여제를 적극 시행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우리 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대상필지수가 39만

3,844필지로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하여 민원다발 예상지역 등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철저와 인근 구·군간 지가균형유지를 위한 구·군 지가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

사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관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

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의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수요

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풍토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3) 부동산중개업소 및 부동산동향 관리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중개문

화 선진화를 위하여 불법중개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중개행위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봄 이사철 전세가 안정화 및

신규아파트 견본주택 오픈 시기에 맞추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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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지

원·운영과 중개업 관련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 직

무교육 및 연수교육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및 지식함양을 위한 교

육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부동산거래의 투명

성 확보를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신고 업무의 적극

적인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위법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와 실거래신고자 중 부적정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2011년 7월부터 발간되고 있는 『울산 부동산 브리프』에

지역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부동산 정책소식 등을 전문가 칼럼, 역점개발사업지구

소식 등과 함께 일반시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정보왜곡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

모하여 품격 높은 부동산행정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2. 지적관리
가. 지적공부등록지 현황
지적공부에 등록된 우리 시의 토지는 48만 1,134필지 1,060.4㎢로서 토지이용현

황 분포는 농지인 전․답․과수원이 146.5㎢(13.8%), 임야 677.3㎢(63.8%), 대 45.5

㎢(4.3%), 공장용지 52.8㎢(4.9%), 도로 등 공공용지 94.4㎢(8.9%), 공원․체육용지

6.2㎢(0.6%)이다. 다음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 공장용지의 증가는 산업수도에

걸 맞는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공원, 체육용지 등의 증가 현

상은 녹색산업 글로벌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 연도별 토지이용현황 면적 〉                                                                                  (단위：㎢)
구․군 계 농경지 임 야 대 공장용지 공공용지 공  원체육용지 기 타
중 구 37.0 6.0 14.5 6.9 0.0 7.8 0.4 1.4

남 구 72.7 4.8 19.0 10.4 20.1 13.5 0.9 4.0

동 구 36.0 1.9 18.3 4.7 6.2 4.1 0.3 0.5

북 구 157.3 25.8 100.6 6.1 6.0 14.6 0.7 3.5

울주군 757.4 108.0 524.9 17.4 20.5 54.4 3.9 28.3

2013년 1,060.4 146.5 677.3 45.5 52.8 94.4 6.2 37.7

2012년 1,060.2 148.8 678.9 44.7 50.9 93.5 5.6 37.8

2011년 1,060.0 149.9 679.6 44.4 50.0 93.1 5.3 37.7

2010년 1,059.0 150.9 681.5 43.9 48.4 92.0 5.0 37.2

2000년 1,056.3 168.4 694.4 37.1 40.7 82.1 2.0 31.6

1990년 1,051.5 187.5 710.9 25.8 23.0 74.1 0.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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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군별 등록현황 〉                                                                             (단위：필지, ㎢)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필지수 481,134 44,780 55,567 21,209 72,173 287,405

면 적 1,060.4 37.0 72.7 36.0 157.3 757.4

주) 자료：시도지적행정시스템

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종이에 구현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재조사․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재

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에 국비 1억 8,200만 원을 지원받아 6개 지구 980필, 2013

년에 국비 4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4개 지구 2,328필에 대하여 사업지구 지정고

시 등 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 지적재조사사업 대상별 현황 〉                                                            (단위：필, ㎢)

구․군 공부등록현황 사업별 현황 추진실적 비 고재조사측량 좌표전환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계 481,134 1,060.4 79,807 25.3 401,327 1,035.1 3,308 8.548

중 구 44,780 37.0 18,390 3.8 26,390 33.2 116 0.026

남 구 55,567 72.7 13,309 5.2 42,258 67.5 1,042 6.214

동 구 21,209 36.0 5,004 1.2 16,205 34.8 411 0.087

북 구 72,173 157.3 10,426 3.2 61,747 154.1 252 0.331

울주군 287,405 757.4 32,678 11.9 254,727 745.5 1,487 1.890

다. 토지의 이동사항 정리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 누락된 토지의 신규등록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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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동 정리현황 〉                                                                                 (단위：필지)
구 분 계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 할 합 병 지목변경 구획정리 기 타
2013년 41,818 23 136 10,743 3,010 2,894 958 24,054

2012년 41,924 25 289 12,077 3,408 2,661 200 23,264

2011년 50,740 19 727 11,478 6,520 4,191 97 27,708

2010년 51,280 26 344 9,957 5,285 3,971 691 31,006

2009년 57,701 39 273 14,328 4,968 5,272 118 32,703

주) 자료 : 시도지적행정시스템

라. 측량기준점 관리
   1)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은 토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

된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는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을 말한다. 2013년에는 지적삼

각점 7점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지적삼각보조점 39점과 지적도근점

296점을 신설 또는 재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에 기여하

였으며, 지적기준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적기준점 현황 〉 (단위：점)

기준점 종류 관 리 현 황 추 진 실 적
계 완 전 망 실 기 타 계 신 설 재설치 폐 기

계 7,590 7,517 56 17 338 129 207 2

지적삼각점 67 67 - - 1 - 1 -

지적삼각보조점 499 493 6 - 39 21 18 -

지적도근점 7,024 6,957 50 17 298 108 188 2

   2) 국가기준점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삼각점 및 수준점은 국토의 계획 및 개발 등으로 국가

의 건설행정 업무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시설물로서, 연 1회 일제조사를 통하여

망실, 훼손 등 측량표지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국가 기본측량을 포함한 각

종 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점 관리에 힘쓰고 있다. 2013년 국가기준점 관리

현황 및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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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현황 및 조사결과 〉 (단위：점)

구 분 관리현황
조   사   결   과

조사제외계 완 전 망 실 조사불가(군사지역) 기 타
합 계 282 262 253 7 1 1 20

삼각점 171 158 149 7 1 1 13

수준점 99 93 93 - - - 6

통합기준점 12 11 11 - - - 1

마. 지적측량성과 검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 실시하는 지적측량

에 대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

실시한 지적측량성과검사 실적은 다음과 같으며, 검사결과 23건을 시정 조치하였다.

〈 지적측량성과검사 실적 〉                                                                               (단위：필․점)

구  분
업   무   량

시정건수
전 년 도(2012)

소  계 실지검사 도상검사 업무량 시정건수
계 15,550 12,519 3,031 23 15,141 71

중 구 1,863 1,619 244 2 961 3

남 구 2,244 1,494 750 2 1,941 17

동 구 886 424 462 0 1,381 0

북 구 2,386 1,557 829 5 1,781 10

울주군 8,171 7,425 746 14 9,077 41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매년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오류의 유형분석은 물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

여하고 있다. 2013년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12건을 시정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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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 표본검사 내역 〉                                                                                   (단위：건)

구  분 업무량 검 사 방 법 검 사 결 과
현지검사 도상검사 소  계 측량성과착오 기  타

계 33 33 - 12 - 12

중 구 3 3 - 1 - 1

남 구 6 6 - 2 - 2

동 구 3 3 - 1 - 1

북 구 6 6 - 1 - 1

울주군 15 15 - 7 - 7

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2009년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18종으

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공부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합치는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은 2013년까지 지적, 건물, 토지, 가

격 관련 공부를 먼저 통합하고 2014년에는 등기부를 마지막으로 통합하여 부동산

정보 이용을 훨씬 편리하게 하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년 1단계사업

으로 전 구 군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설치하여 2013년까지 기존시스템과 토지

이동 정리를 병행 운영하였으며 또한 시 도 시스템 설치 후 자료전환 및 데이터

취합으로 2014년 부동산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더불어 정확한 부동산 정보는 ‘일사편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기초

가 되므로, 부동산 관련 자료의 불일치 및 오류 등을 정비하여 부동산 공부의 정

확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역량을 집중하였다.

〈 부동산종합공부 및 추진일정 〉
단 계 분 야 부 동 산 공 부

1단계
(‘11~12년)

지적
(7종)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
(4종)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집합표제부), 건축물대장(집합전유부)

2단계
(‘13년)

토지
(1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
(3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중장기
(‘14년)

등기
(3종)

등기부등본(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기부등본(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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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14년 업무계획
   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지원단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

적인 관심과 참여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다.

   2) 울산의 지리중심점 설치
우리 시의 새로운 시책으로서 2011년부터 울산의 지리중심점 찾기를 실시하여

지리중심점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하였고, 2014년에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국

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지적재조사 기

준점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시행
2014년에는 토지와 가격을 포함한 부동산 공부 15종(등기부 3종 통합 예정)을

구축 완료하여 부동산 ‘일사편리’ 시스템을 통한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일사편리‘ 서비스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이용하면 은행,

행정관서 등에 제출하는 다수의 부동산 공부가 줄며, 측량과 토지이동, 건축 인․

허가와 관련된 방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종합공부 정보는 공공

과 민간을 아울러 수백여 종의 업무에 활용될 것이며 개인에게는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수립의 과학적 접근과 부동산 정보

민간개방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3. 새주소 관리
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1) 도로명주소 구간 및 시설물 현황
우리 시의 현재 기준 도로명주소 관련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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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별 도로구간 현황 〉                                                                         (단위：개)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계 3,485 580 874 316 472 1,243

로 299 34 68 22 56 119

길 3,186 546 806 294 416 1,124

〈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현황 〉                                                             (단위：개)

구  분 도로구간 수 도로명판
설    치

건물번호판
설      치

지  역
안내판 비고

계 3,485 6,788 96,292 15

중 구 580 1,170 20,357 2

남 구 874 1,805 24,225 7

동 구 316 509 10,808 4

북 구 472 740 11,354 1

울주군 1,243 2,564 29,5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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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초구역수 구역번호  할당(안) 사 용 한구역번호 구․군 구역번호 예비구역번 호 수 예비구역번호비율(%)

계 609 1,200 44000 ~ 45199 591 49.3

중 구 125 200
44400 ~ 44439
44450 ~ 44534

44400 ~ 44599 75 37.5

남 구 188 300 44600 ~ 44787 44600 ~ 44899 112 37.3

동 구 116 200 44000 ~ 44115 44000 ~ 44199 84 42.0

북 구 64 200 44200 ~ 44263 44200 ~ 44399 136 68.0

울주군 116 300 44900 ~ 45105 44900 ~ 45199 184 61.3

〈 광역도로 현황 〉                                                                      (단위：개)

안전행정부 관리 도로망 시 관리 도로망

계 도  로  명 계 도  로  명

19

관문로, 동해안로, 매곡로, 문복로,

박달로, 반구대로, 배내로, 산업로,

삼덕로, 삼동로, 소호로, 신평로,

운문로, 용당내광로, 웅비공단길,

장기터2길, 천산로, 해맞이로, 동남로

16

개운로, 남창로, 다운로, 다전로,

동천서로, 방어진순환도로, 번영로,

북부순환도로 , 울밀로 , 웅촌로 ,

온산로, 염포로, 화합로, 사평로,

상개로, 미포산업로

  〈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                                                                      (단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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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현황 〉                                                                      (단위：개)

구  분 면적(A) 표  기  지  역 비 고면적(B) 비율(B/A) 개소(수)
계 1,054.792 569.056 53.9 239

중 구 36.932 11.641 31.5 18

남 구 71.398 12.446 17.4 37

동 구 35.819 15.414 43.0 13

북 구 157.419 100.852 64.0 42

울주군 753.224 428.703 56.9 129

   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위치찾기 행정인프라 및 홍보추진
2013년 12월말까지 9만 6,292건의 도로명주소를 고시함으로써 법적주소로 확정

되었다. 광역도로에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152개를 설치하여 시민이

용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위치찾기 기초행정인프라 제도인 국가기초구역 609개

소,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239개소 569.056㎢에 대하여 고시를 완료하였다.

또한 도로명주소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시민들

에게 홍보하였으며, 1997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국비 23억 1,700만 원, 시비 15억 4,800만 원, 구․군비 56억 9,600만 원 등

총 95억 6,100만 원이다.

나. 2014년 업무계획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시민들에게

새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억 3,779만 원의 예산으로 부족한 시설물을 추가설

치․보완하고, 2억 6,416만 원의 홍보예산을 들여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주소전환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 상세주소 부여․정형화 추진을 통해 도로명주소

체계보완 등 위치정보 선진화 추진으로 거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

(산, 바다 등)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 긴급구조 활동 등에 활용하고, 소방․경

찰․우편․통계 등 각 행정기관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기초구역 설정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국가기초구역 기준으로 재고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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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정보 관리
가. 지하시설물 통합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역 내 시 및 유관기관의 상․하수, 가스, 전력, 통신 등 지하시설물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각종 공사 시 관로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시의 수치지형도(1/1,000)를 기반으로 기관별 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의 통합․공유를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004년 7월에는 구 건설교통부 훈령 제390호 「도로기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존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추진협의회』를 『도로기반시

설물협의회』로 확대개편하고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였다.

3차에 걸친 실무추진반 회의를 통해 기관별 여건을 감안한 통합계획(안) 및

통합데이터작성지침(안)을 수립하여, 2005년 4월에는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에

상정하여 통합계획과 통합데이터작성지침을 제정함으로써,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시 및 유관기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 총 48개

기관 7,799㎞를 통합하였으며, 2011년에는 KT, SK브로드밴드 등 3개 기관 1,309㎞,

2012년에는 1개 기관 565㎞, 2013년에는 436㎞의 지하시설물 정보를 추가 통합

하여 총 52개 기관 1만 109㎞ 시설물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 지하시설물DB 통합현황 〉                                                                           (단위：㎞)
구    분 기   관   명 시 설 명 통 합 물 량

계 10,109

울 산 시
(1개기관)

소 계 5,305

하수관리과 하수관 3,143

상수도사업본부 상수관 2,162

유관기관
(8개기관)

소 계 3,725

한국석유공사 송유관, 가스관 28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관 63

한국수자원공사 공업용수관 236

한국전력공사 전력선 475

(주)경동도시가스 가스관 1,567

(주)LG 데이콤 통신선 49

KT “ 1,274

SK브로드밴드(주) “ 33

기업체
(43개사) SK(주), 고려아연 등 화학, 가스관 등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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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치지형도(1/1,000) 제작 및 수정
수치지형도(1/1,000)는 지하시설물관리 및 각종 공사설계 등에 도시정보 관리의

근간이 되는 기본도로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시 면적

의 약 67%인 718㎢를 제작하였으며,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에 따른 지형․지물 변경지역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수정하고 있다.

또한 수치지형도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2009년에 지형 변화지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시갱신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심지역(186㎢)을

위주로 도로 개설, 건물 신축 등 지형변화를 모니터링 하여 수시로 갱신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대규모 지형변화지역을 대상으로 일괄 수정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에는 43㎢(170도엽), 2013년에는 75㎢(300도엽)의 수치

지형도를 수정제작 하였다.

수치지형도는 시 및 유관기관 지하시설물관리의 기본도와 지능형교통체계(ITS),

소방방재 등 지리정보 기반의 15개 행정시스템의 주제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공사․용역을 위한 기초 자료로 1,659회 제공하였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8년 9월부터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http://www.nsic.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 수치지형도 제작․수정 현황 〉                                                                             (단위：㎢)

부 서 연도 면적(도엽수) 대 상 지 역 비고제 작 수 정
계 718(2,870) 415(1,655) - -

토지정보과

소 계 247(988) 415(1,655) - -

‘94~’98 223(891) - 중․남․동구, 울주군 일원 자체사업

‘03~’04 24(97) 89(355) 남구, 울주군 택지개발 지역 국토지리정보원
매칭펀드50%

‘07 - 65(259) 남구 일원 “

‘08 - 46(182) 중․남․동구 일원 “

‘09 - 97(389) 중․북구, 울주군 일원 “

‘12 - 43(170) 남구, 울주군 일원 “

‘13 - 75(300) 남구 일원 “

‘10~‘13 - 186(742) 울산광역시 일원 자체사업

도 시
계 획 과

‘98~’03 471(1,882) - 5개 구․군 도시계획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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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해상도 정사영상 제작 
U-City, 도시계획, 입지선정 및 도시기반시설물 관리 등 도시행정 전 분야에

걸쳐 사실적인 지형정보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2006년에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

펀드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30㎝급 정사영상과 수치표고모델(DEM), 수치표면모델

(DSM) 등을 포함한 다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08년에는 그동안 변동사항 반영과 성과품질 향상을 위해 15㎝급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제작하였으며, 2011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25㎝급 정사

영상을 무상으로 인수받아 활용하고 있다.

정사영상은 공간정보통합활용 등 5개 행정시스템을 통해 지형확인 및 위치도

작성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2009년 8월부터 생활지리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다.

〈 정사영상 제작 및 활용현황 〉
촬영년도 제작기관 해상도 주요성과 구축지역

2006년 국토교통부 30㎝

∘정사영상

∘수치표고(DEM)

∘수치표면(DSM)

∘3차원동영상(10개소)

시 전역

2008년 시 15㎝ ∘정사영상 “

2010년 국토교통부 25㎝, 51㎝
∘정사영상

∘수치표고(DEM)
“

2011년 국토교통부 25㎝ ∘정사영상 “

2013년 국토교통부 25㎝ ∘정사영상 “

라.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및 토지정보 제공
지적행정시스템의 지적전산자료와 안전행정부의 주민전산자료를 실시간으로

갱신하여 연계하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시스템은 시민이 조상의 재산을 찾고자

할 경우나 공공기관에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로 하는 경우에 토지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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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찾기 및 토지정보제공 현황 〉                                                                       (단위：명, 필지수, ㎡)

구   분 신청건수 자료제공 실적
건 수 인원수 인원수 필지수 면 적

계 387 21,647 5,359 62,232 89,299,981.1

조상땅 찾아주기 127 181 66 234 88,779.3

공직자재산조회 22 9,546 3,533 11,197 8,478,685.3

공공기관 등 238 11,920 1,760 50,801 80,732,516.5

주) 자료：국토정보시스템

마. 2014년 업무계획
2014년에도 수치지형도의 수정제작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1/1,000 기본도로

서의 정확도 및 현행화를 유지 할 예정이다. 2013년까지 시행된 일괄 수정제작지

역(75㎢) 및 수시갱신지역(261㎢)을 대상으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2004년 이후 미수정 및 대규모 지형변화지역인 85㎢에 대하여 국토

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일괄 수정제작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설치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DB 통합구축사업을 통해 지하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과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각종 도로굴착

공사 시 정확한 시설물의 위치 확인으로 관로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