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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제2편 분야별 지방행정의 성과

제1절 일반민원

1. 종합민원실 운영

  삼척시 종합민원실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정부3.0시대에 걸맞는 고품질 국민행복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업

무를 볼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절한 민원응대와 신속한 민

원처리를 실시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봉사과 6개 부서(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관리, 지적, 지적정보, 지적재조사), 교

통행정과 1개부서(차량등록), 건축과 1개부서(건축물관리), 세무과 민원창구 2명, 도시과(제증명 발급) 

1명, 허가민원전담창구(농지, 개발, 산지, 건축) 4명,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 1명이 배치되어 

총 5개과, 1공사 12개 창구로 운영되고 있고, 총 3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 삼

척시청 출장소가 운영되어 시금고 업무추진과 시민편익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삼척시청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

하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외부 등 관내 7개

소에 무인민원발급 365창구를 설치하여 24시간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소외계층 민원방문 시 성실히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의식 교

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민원인 편의시설(북카페, 건강쉼

터, 시민행복사랑방·수유실, 실외흡연실, 화장실, 홍보용 전광판 등) 확충, 전용 주차장 운영, 민원전

용 사무기기(정부24, 민원편람)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와, 개선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

으며, 『정부24』,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 등 각종 민

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구축으로『시민중심! 행복삼척』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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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현황

연도별 시  설  내  역 비 고

2017

 ․ 종합민원실 환경개선(민원인 전용의자 등 교체)
 ․ 홍보물·리플릿 꽂이대 비치 
 ․ 민원안내 현황판 교체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휴대폰 충전기, 자동혈압측정기, 비상구급약품세트 등 비치 
 ․ 도서, 안마의자, TV, 비만도측정기 등 비치 
 ․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 비치
   - 팩스,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전화기 등
 ․ 110수화(화상)통역서비스 연계 창구 운영

2018

 ․ 시민알림판 설치
 ․ 민원실 물품보관창고 및 지적서고 리모델링 
 ․ 민원인 편의시설(북카페,건강쉼터,실외흡연실,시민행복
   사랑방·수유실,화장실 등) 설치 및 교체 
 ․ 무인민원발급365창구 설치·운영
 ․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스마트폰 살균충전기 비치 
 ․ 민원24, 민원편람 민원인 전용 PC 등 사무기기 비치 
 ․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허가민원전담창구” 설치.운영

                  

민원창구별 주요 민원업무 처리내용

①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여권 

② 민원접수 / 어디서나 민원 / 민원 1회 방문 처리 / 전자민원

③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④ 건설기계등록

⑤ 자동차등록 ⑥ 세무(납세증명)

⑦ 취득세․등록세 신고 ⑧ 지적측량 접수 등

○ 허가민원전담창구 ⑨ 토지(임야)대장, 지적도면 교부

⑩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신청, 토지거래검인

⑪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청 ⑫ 건축물대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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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 관리

가. 주민등록 세대 및 인구현황

    1987년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탄광촌과 농촌의 인구가 매년 3% 정도 감소되고 있으며, 통합시 

개청 당시 89,986명의 인구가 2018.12.31.현재 69,094명으로 20,892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

에 따라 시에서는「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및  2008년 이후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에 따른 기업체 직원 전입, 강원대학교 학생들의 전입으로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0년 인구 

20만 늘리기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삼척시의 주민등록인구는 다음과 같다.

2017년 읍면동별 인구현황
(단위:세대,명/‘17.12.31기준)

읍 면 별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계 33,863 69,339 35,086 34,253
도 계 읍 7,075 12,018 6,003 6,015
원 덕 읍 3,113 5,536 2,846 2,690
근 덕 면 3,132 5,771 2,958 2,813
하 장 면 709 1,389 728 661
노 곡 면 433 758 405 353
미 로 면 982 2,020 1,035 985
가 곡 면 443 744 372 372
신 기 면 374 693 377 316
남 양 동 4,131 8,752 4,291 4,461
성 내 동 3,929 9,163 4,490 4,673
교    동 4,752 11,577 6,034 5,543
정 라 동 4,790 10,918 5,547 5,371

2018년 읍면동별 인구현황
                                             (단위:세대,명 /‘18.12.31기준)

읍 면 별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계 34,227 69,094 35,016 34,078
도 계 읍 6,831 11,505 5,755 5,750
원 덕 읍 3,119 5,409 2,802 2,607
근 덕 면 3,116 5,551 2,851 2,700
하 장 면 709 1,366 717 649
노 곡 면 428 723 391 332
미 로 면 977 1,947 988 959
가 곡 면 438 735 368 367
신 기 면 371 674 363 311
남 양 동 3,982 8,141 3,984 4,157
성 내 동 3,829 8,626 4,276 4,350
교    동 5,945 14,805 7,618 7,187
정 라 동 4,482 9,612 4,903 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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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장비 및 전산자료의 완벽한 정비․점검을 

위하여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읍면동 및 출장소별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주민등

록증 발급 지연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직권조치 

등 행정절차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을 중점 정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비․점검 병행추진으로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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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관계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 운영

    2002.02.25. 호적부 전산화 사업 완료 후 2005년 03월부터 12월까지 제적전산화 사업을 완료

하였고, 2006.03.15. 부터 호적, 제적부 및 제재부의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8.01.01.부터 신분관계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가

족관계등록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

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제도로 전면 개편되고 발

급신청기준의 변경을 통하여 형제자매간 증명발급을 금지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

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라. 가족관계등록 인구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삼척시의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172,566명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별 현

황은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등록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 분 
 기 관 별

가족관계등록인구수 비 고

계 172,566

본  청 53,957

도계읍 31,918

원덕읍 23,131 임원출장소 포함

근덕면 28,334

하장면 8,474

노곡면 5,950

미로면 11,517

가곡면 4,706

신기면 4,579

마.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제신고 접수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제신고 민원은 2017년~2018년 5,540건으로 2016년~2017년 7,355건 

보다 1,800여건이 감소하였다. 이는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신고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시스템의 

안정화로 정정건수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추측 된다.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제신고 민원 접

수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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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제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2017 2.817 340 583 241 109 260 1,042 242

2018 2,723 346 659 266 120 233 824 275

연도별 기관별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2017

본  청 1,428 263 266 183 99 156 317 144

도계읍 461 33 99 25 2 44 232 26

원덕읍 304 15 60 22 4 25 158 20

근덕면 297 11 79 7 3 22 149 26

하장면 50 3 14 0 0 0 25 8

노곡면 53 1 13 2 0 2 26 9

미로면 128 9 24 0 0 7 83 5

가곡면 44 3 14 2 0 2 21 2

신기면 52 2 14 0 1 2 31 2

연도별 기관별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2018

본  청 1,848 309 284 188 123 155 622 167
도계읍 597 30 88 33 6 58 353 29
원덕읍 357 12 67 25 3 16 220 14
근덕면 450 6 74 11 2 31 319 7
하장면 126 3 16 1 0 6 95 5
노곡면 92 1 8 0 0 8 70 5
미로면 164 9 26 7 0 11 96 15
가곡면 56 1 16 0 0 0 37 2
신기면 75 1 10 1 0 5 55 3

5. 여권 관리

  종합민원실 1번 창구에서 여권발급 구비서류 안내, 여권 신청 접수 및 교부를 처리하고 있으며, 여

권 발급건수는 2005년도 1,893건에서 2010년도 3,529건으로 증가하였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으로 늘어남에 따라 2011년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여권의 보편화로 매년 4,000건 이상 꾸준

하게 여권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권신청 현황

연도별 신청 건수
여권종류별

관용 비 고
단수 복수

2017 5,013 223 4,790 0

2018 4,777 142 4,6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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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

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

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

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

하여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원후견인 제도의 운영

      분야별 지식이 풍부한 담당급 공무원 40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복합민원 및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 등의 민원을 대행함으로서 민원 접수에서 종료까지 처리상황을 수시 통보하고, 

      실무종합심의회 참석 및 민원서류 보완, 타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여 One-Stop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해당 실과소에서 대부분 처리

되며 복잡한 업무처리과정으로 인해 그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 특성상 

신속성과 상충되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민원후견인제도 운영현황
(단위：명, 건)

연도별 후견인수
실제활동
후견인수

처 리 실 적
비고

소 계 수 용 거 부 처리중

2017 40 40 0

2018 40 40 0  

    2)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

여 관련 부서별 처리방안 검토 및 기타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도 17회, 2018년도 18회 개최하였다.

    3)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삼척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총 14명(공무원 13명,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 사안과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처리

부서 지정 시, 법령검토 및 제도개선 등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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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

여 관련 부서별 처리방안 검토 및 기타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도 17회, 2018년도 18회 개최하였다.

    3)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삼척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총 14명(공무원 13명,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 사안과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처리

부서 지정 시, 법령검토 및 제도개선 등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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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1회 방문 처리창구를 통한 복합․단순․고충민원의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원접수․처리 현황
(단위：건)

구분

연도별
접 수

처 리
(해결)

처 리 불 가

계 불 가 반 려 취 하 이첩․이송 기 타

복합
2017 2,154 1,937 217 0 90 117 0 10

2018 2,674 2,295 381 0 124 218 0 39

단순
2017 16,047 15,629 418 8 152 163 3 92

2018 19,931 19,434 497 29 163 215 8 82

고충
2017 83 79 4 3 0 0 0 1

2018 53 47 6 0 0 0 3 3

분야별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단위：건)

연도별 계
문화
공보

사회
복지

환경
보호

관광 농정
산림
녹지

건설 도시
교통
행정

건축
해양
수산

상
수
도

기타
(읍면동
포함)

2017 2,313 1 308 56 5 33 60 271 584 26 236 179 0 554

2018 2,842 5 344 33 6 34 99 267 655 28 273 519 7 572

나. 민원인 제출서류 최소화 

    법령상 규정된 구비서류 외에는 민원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각 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대

상, 기관 내부확인 가능한 자료 목록 등을 민원실에 게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정보공유

를 해 왔다.

다.『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확대 운영

    「민원1회 방문처리제」시책으로 법정 처리기간 2일 이상인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처리기간 40% 

이상 자체 단축을 목표로 하여 2017년도 550종, 2018년도 550종에 대한 자체 단축처리기간을 지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한이 남아 있음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함으

로써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인․허가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운영 현황
(단위：건)

연도별 계 사회 환경 관광 경제 산림 건설 도시 건축 해양 보건 기타 축산

2017 1,577 11 12 1 11 2 10 440 829 11 249 1

2018 1,798 11 11 2 10 561 896 4 3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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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1) 어디서나 민원(fax) 발급제도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정부24』(www.minwon.go.kr)내에 별도로 구축한 업무

처리 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팩스,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 등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를 받을 수 있는 민원발급제도이다.

      취급민원은 정부24 온라인 민원발급사무 현행 1,500여종이며, 발급시간을 현행 3시간 이내에

서 2시간 이내로 단축 처리하고 있다. 우리시의 어디서나 민원 발급실적은 다음과 같다.

어디서나 민원(FAX) 발급처리 실적
(단위：건)

연도별
계 본  청 읍면동출장소

계 신청 처리 신청 교부 신청 교부

2017 7,400 3,778 3,622 263 222 3,515 3,400

2018 8,129 4,263 3,866 278 249 3,985 3,617

    2) 전자민원『정부24』시스템 구축

      각 부처의 민원을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정부24』

시스템을 통하여 5,000여종의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3,000여

종의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하여 오고 있다. 

      인터넷민원 발급은 금융거래용『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는 은행이나 우

체국 등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민원『정부24』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즉시발급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어디서나(FAX)민

원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시의 『정부24』 발급처리 실적은 다음과 같다.

『정부24』 발급처리 실적
(단위：건)

연도별
정부24
(온라인)

창구민원발급 온라인
신청률
(%)계 주민등록시스템 기타

2017 102,463 324,049 105,906 218,143 31.61

2018 211,346 301,366 92,317 209,049 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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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인 제출서류 최소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법무 등 35개 보유기관의 166종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공

무원이 직접 전자적으로 열람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용대상 정보현황을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였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정보별 현황
(단위：건)

구 분 총 계

공동이용 대상정보

지방세
사업자

등록증명
국세납세

증명
자동차세

납세
폐업사실

증명
등기정보

열람

기타
(건축물
대장외)

2017 24,260 0 51 0 0 44 8,525 15,640

2018 25,741 4 122 0 2 74 9,954 15,585

마.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성실 이행

    2000.06.29. 1차 개정·공표되어 운영 중인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하여 행정여건의 변화 등

으로 인하여 추가로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운영사항, 행정정보공개 처리절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

한 증명민원(FAX민원 신청 등)의 법정처리 시간20%이상 단축 운영사항을 명시하고, 이행기준 등

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2004년에 2차 개정·공표하였으며, 앞으로

도 불만족사항 등 민원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헌장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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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적․토지관리 행정

1. 지적제도의 연혁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1910년 8월에 토지조사법을 제정한 후 약 40년만인 

1950.12.1.(법률 제165호)에 총 41개 조문의 지적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전까지 시행한 지적법과 지

세법을 분리 제정하고 조선지세령, 조선임야대장규칙을 폐지하였다. 

  제정된 지적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정리를 각각 서로 다

른 법령에서 수행하던 것을 일괄 수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측량․수로업무 및 지적분야의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통합하고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2015년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던 주소가 각종 도시개발과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위치 정보의 정확

성이 저하되므로 지번주소체계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국민들이 주소와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 토지지번 주소체계에서 도로명을 기

준으로 건축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새로운 주소체계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고자 

2006.10.4.(법률 제8027호) 지적법에서 개정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였으며, 2009.4.1. 제명을「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하였다. 2014.1.1.일부터 과거 사용하였던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되고 도로명주소(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지적업무의 소관이 행정자치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령 및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어 구)건설교통부의 측량법, 해양수산부의 수로업

무법, 행정자치부의 지적법으로 분산, 운영되어온 국토조사측량관련 3개법을 통합한「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06.09.(법률 제9774호) 시행하게 되었으며, 2015.6.4.(법률 

제12738호) 제명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와 지도공급 및 복제절차 간소화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융

합한 측량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측량 산업의 부가가치 향

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적 및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지적행정시스템과 한국토지정

보시스템(KLIS)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로 통합하여 대장과 도면 분야별로 나뉘어 처리하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처리할수 있게 되었으며 15종의 부동산 관련 종합증명서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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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적․토지관리 행정

1. 지적제도의 연혁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1910년 8월에 토지조사법을 제정한 후 약 40년만인 

1950.12.1.(법률 제165호)에 총 41개 조문의 지적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전까지 시행한 지적법과 지

세법을 분리 제정하고 조선지세령, 조선임야대장규칙을 폐지하였다. 

  제정된 지적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정리를 각각 서로 다

른 법령에서 수행하던 것을 일괄 수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측량․수로업무 및 지적분야의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통합하고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2015년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던 주소가 각종 도시개발과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위치 정보의 정확

성이 저하되므로 지번주소체계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국민들이 주소와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 토지지번 주소체계에서 도로명을 기

준으로 건축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새로운 주소체계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고자 

2006.10.4.(법률 제8027호) 지적법에서 개정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였으며, 2009.4.1. 제명을「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하였다. 2014.1.1.일부터 과거 사용하였던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되고 도로명주소(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지적업무의 소관이 행정자치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령 및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어 구)건설교통부의 측량법, 해양수산부의 수로업

무법, 행정자치부의 지적법으로 분산, 운영되어온 국토조사측량관련 3개법을 통합한「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06.09.(법률 제9774호) 시행하게 되었으며, 2015.6.4.(법률 

제12738호) 제명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와 지도공급 및 복제절차 간소화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융

합한 측량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측량 산업의 부가가치 향

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적 및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지적행정시스템과 한국토지정

보시스템(KLIS)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로 통합하여 대장과 도면 분야별로 나뉘어 처리하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처리할수 있게 되었으며 15종의 부동산 관련 종합증명서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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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공부 등록현황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고 등록된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적공부는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
면적․경계 또는 좌표, 소유권 등이 등록되어 있다.

지목별 등록현황

구  분 합 계 전 답 대
공장
용지

임 야
도로
용지

기 타

지 번 수 148,461 36,341 14,875 21,108 237 29,125 29,126 17,649

면적 (㎢) 1,187.16 56.47 15.00 8.33 1.70 1,043.68 18.72 43.26

비율 (%) 100 4.76 1.26 0.70 0.14 87.91 1.58 3.65

행정구역별 등록현황

구분

읍면동

합  계 토  지 임  야

지번수 면적(㎢) 지번수 면적(㎢) 지번수 면적(㎢)

합  계 148,461 1,187.16 117,929 141.12 30,532 1,046.04

도계읍  15,797   164.69  12,170  17.50  3,627   147.19

원덕읍  26,753   176.93  22,163  21.88  4,590  155.05

근덕면  30,741   133.68  24,720  25.31  6,021 108.37

하장면  14,211   205.72  10,760  22.08  3,451 183.64

노곡면   9,764   144.69   7,004   8.71  2,760 135.98

미로면  15,309    99.37  11,761  13.95  3,548 85.42

가곡면   5,897   152.34   5,092   7.00    805 145.34

신기면   6,670    56.35   5,423   6.58  1,247 49.77

성내동   8,661    22.67   6,409   5.86  2,252 16.81

교  동   5,097     9.52   4,026   5.66 1,071 3.86

남양동   6,751    18.19   5,748   4.71 1,003 13.48

정라동   2,810     3.01   2,653   1.88   15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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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현황
(단위：매)

구  분 합  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합      계 160,058 124,267 34,312 1,479

대      장 147,633 115,901 30,253 1,479

공유지연명부 12,425   8,366  4,059     0

도면 현황
(단위：매)

구  분 합  계 지적도 임야도 비  고

합      계 4,402 3,866 536

도      면 4,113 3,581 532

일람도․색인표 289 285 4

3. 지적민원 관리

  삼척시의 지난 2년간 지적민원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 12,765건, 보존․이전등 소

유권 변동정리 30,940건, 대장등본 및 열람발급에 209,16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토지이동 정리
(단위：지번수)

연도별 합 계 분  할 합  병 지목변경 기  타

2017 4,263 1,491 508 743 1,521

2018 8,502 1,645 300 993 5,564

소유권변동 정리현황
(단위：건수)

연도별 합 계 보  존 이  전 기  타

2017 15,237  968 8,761 5,508

2018 15,703 1,912 7,457 6,334

등본 및 열람발급 실적
(단위：건)

연도별 합 계 대  장 도  면 맞춤형 종합형 기타

2017 116,839 71,134 12,410 83 25,760 7,452

2018   92,321 64,912 9,306 102 12,271 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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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

  1989년 토지공개념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토지는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의해 균형

가격의 성립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일반토지거래의 지표와 보상, 조세부과 등의 

기준이 되게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종전의 공시지가체제는 1989년 이전까지 건설부의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및 재무부의 감정지가 등 부처별로 행정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다원화된 공시

지가 체제였다.

  그 결과 토지의 가격 균형에 대한 연계성이 결여되어 객관적인 가격수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관

된 지가정보의 구축이 어려워 기관별로 지가를 조사․평가함에 따라 인력 및 재정낭비를 가져왔으며, 

동일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격이 서로 달라 지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종전 지가체제를 통합하여 1989.4.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05.1.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되어 오다가, 2016.9.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일관성 있는 지가조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읍․면․동별 지가조사체제에서 

1997.7.15. 시 일괄 조사체제로 전환하여 지적과 토지관리부서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

특성조사를 전담하여 전문성과 지가의 균형유지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현재는 1999.9.17. 

행정기구 개편으로 민원과와 지적과를 통합하면서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부서에서 지가업무를 전담하

고 있다.

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

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중용성, 안전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다. 선정한 표준

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 토지거래의 지표로 지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시 전체 조사대상 필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규모 및 용도지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표준지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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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별 표준지 분포현황 
(단위：필지수)

연도별 계 전 답 대 임야 기타

2017 2,044 701 270 650 389 34

2018 2,077 709 274 658 401 35

용도지역별 표준지 분포현황
(단위：필지수)

연도별 계

 도 시 지 역 비 도 시 지 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미지정

2017 2,044 341 114 50 273 980 249 37 0

2018 2,077 350 114 51 282 991 251 38

나.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의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배율

을 적용․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에는 매년 1회 1.1.기준으로 당해연도 6.30.결정고시하였으나, 2000년부터 

매년 1.1.기준으로 6.30.결정고시하고,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발생된 필지에 대하여 7.1.기준으

로 조사․산정하여 10.31.결정고시하게 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당해 연도 1.1.기준 개별공시지가

를 매년 5.31.자로 변경하여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부과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이 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필지는 우리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나, 표준지와 도면 미복

구된 토지 등은 제외시킨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
(단위：필지수)

연도별
전  체 (A) 조사대상(B) 비율

(B/A)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2017 147,311 95,798 51,513 145,069 93,782 51,287 98.5

2018 147,683 95,722 51,961 145,411 93,660 51,751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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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별 표준지 분포현황 
(단위：필지수)

연도별 계 전 답 대 임야 기타

2017 2,044 701 270 650 389 34

2018 2,077 709 274 658 401 35

용도지역별 표준지 분포현황
(단위：필지수)

연도별 계

 도 시 지 역 비 도 시 지 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미지정

2017 2,044 341 114 50 273 980 249 37 0

2018 2,077 350 114 51 282 991 251 38

나.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의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배율

을 적용․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에는 매년 1회 1.1.기준으로 당해연도 6.30.결정고시하였으나, 2000년부터 

매년 1.1.기준으로 6.30.결정고시하고,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발생된 필지에 대하여 7.1.기준으

로 조사․산정하여 10.31.결정고시하게 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당해 연도 1.1.기준 개별공시지가

를 매년 5.31.자로 변경하여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부과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이 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필지는 우리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나, 표준지와 도면 미복

구된 토지 등은 제외시킨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
(단위：필지수)

연도별
전  체 (A) 조사대상(B) 비율

(B/A)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2017 147,311 95,798 51,513 145,069 93,782 51,287 98.5

2018 147,683 95,722 51,961 145,411 93,660 51,751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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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해서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공적규제에 관한 공부 및 기타

자료를 확인하고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대상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한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

교표준지를 선택하고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 가격비준표에서 가격배

율을 추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다. 

    개별토지의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지가열람 및 의견청취를 20일 동

안 실시한다. 산정 및 검증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5.31.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날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 및 부동

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지가를 확정한다.

5.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토지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제도의 질적 향상과 토지의 다목적 정보화를 필요로 하는 

추세에 맞추어 1983년부터 지적전산 운영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9년부터 온라인망

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임야)대장을 전산화 하였으며, 지적행정시스템의 운영체제를 2001년 

5월 도스(DOS) 시스템에서 윈도우즈(Windows)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자료 검색 및 변동자료 정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

(임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종이로 작성되어 사용하던 지적도면을 전산도면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록 하는 지적도

면 전산화사업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추진하여 지적도면 총 3,888매를 2003년 10월

말 자료입력을 완료하고, 2004년부터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도면

전산화가 구축됨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기본정보와 정책정보 자료 제공 등 관련기관에서 공동 활

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회구조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종합적인 

토지정보 제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구축하였고 지적행정에서 창

구민원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과 토지행정에서 창구민원인 토지이

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을 통합 발급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분산되어 관리되던 부동산 관련 공부들을 일원화하여 부동산 융합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정보화전략계획

(ISP)를 수립하였다. 2011년 의왕, 김해 등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 위험 요소를 제거하였고, 2012년 

지적과 건축물 분야의 11종 증명서를 먼저 통합하여 시스템을 전국에 설치하고 KLIS와 병행운영 

한 후 2013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등 총 15종의 증명서를 통합하고  본격적인 시

스템 운영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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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2013.07.17. 개정·공포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4.01.18.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전환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를 조기에 안정화 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적행정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부관리의 일원화를 이루고 업무의 추

진도 빨라졌다. 

    병행운영 실시 기간을 두어 기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전량 병행처리 하였으며 병행

운영 실적을 국토교통부 사업단에서 취합·분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이중 확인 체

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시스템 내 구축 D/B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2014.01.18. 정상적인 실제 운영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운영전환 세부과정

구 분 일 정 수행내역 담 당

1단계 
병행운영

'13.9.9
~'14.1.17

지적업무 100% 병행운영
 * 기존 : 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병행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군구
업무담당자

업무처리현황
모니터링

전국 일일자료 취합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사업단)

일일마감 모니터링 시군구 업무관리자

일사편리 콜센터 운영 사업단

2단계 
병행운영

'13.11.11
~'14.1.17

연속지적도, 용도지역, 가격업무 100% 병행운영 시군구 업무담당자

부동산종합증명서 온라인 시범발급 (‘13.12.2~) 사업단

온라인 통합민원창구 17개 기관 실운영 ('13.12.2~) 사업단

업무처리현황 모니터링
전국 일일자료 취합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사업단)

일일마감 모니터링 시군구 업무관리자

일사편리 콜센터 운영 사업단

실운영
전환

실운영
전환

'13년 11월 운영전환 안내 (온나라 포털 등 활용) 사업단

'13년 12월
시군구 환경점검 국토교통부

모의전환 실시 사업단, 유관기관

'14년 1월

시스템 점검 사업단

통합지적, 연속지적도, 용도지역 관리 실운영 개시 시군구 업무담당자

실운영 전환 확인서 제출 시군구

'14년 7월
가격관리업무 실운영 개시 사업단

실운영 전환 확인서 제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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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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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정 수행내역 담 당

1단계 
병행운영

'13.9.9
~'14.1.17

지적업무 100% 병행운영
 * 기존 : 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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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전환 실시 사업단, 유관기관

'14년 1월

시스템 점검 사업단

통합지적, 연속지적도, 용도지역 관리 실운영 개시 시군구 업무담당자

실운영 전환 확인서 제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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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능 구성

프로그램 기능 구성

1. 토지이동
 토지이동접수, 지적공부정리관리, 토지이동정리, 변동자료정비,
 민원접수현황관리, 대단위토지이동, 지적재조사 관련

2. 측량업무  지적측량업무관리, 바로처리센터 연계, 지적측량성과관리 C/S 등

3. 소유권변동  소유권개별처리, 대법원등기연계 등기변경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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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문서 전산화
                                                                        (단위：매)

구  분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비  고

계 87,492 8,120 9,426  매년 생산된 
 지적문서는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토지이동결의서 외 7종 54,296 7,100 8,390

지적측량결과도 33,196 1,0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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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 추진

  시에서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분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해줌

으로써 민원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토지이동으로 인한 표시변경 등기 

시 소유자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함으로써 소요되는 행정적·시간적 비용과 법무사 대행 수수료(1필

지당 50,000원) 지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또한 토지이동 발생 분 이외 불일치(면적, 

지목상이)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꾸준히 촉탁을 실시하고 있다.

추진현황

년도
합계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건 필지 건 필지 건 필지 건 필지 건 필지

2017 2,146 3,490 586 1,384 244 781 766 766 550 559

2018 1,969 2,951 548 1,363 109 276 939 939 373 373

7.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도로명주소란 주요도로에는 도로명을, 건축물과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

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기존 지번 주소체계보다 빠르고 찾기 쉬운 도로명+건물번호의 주소체계

이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시민 불편 해소, 시민들의 쉬운 접근을 위하여 교차로를 중심

으로 차량용 도로명판과 일반 보행자들을 위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매년 설치하고 있다.

추 진 현 황

구  분 2017년 2018년 비 고

건물번호판 교부 신규 207건, 재교부 49건 신규 180건, 재교부 92건
 

도로명판 신규설치 352개소 400개소

8. 개발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발

생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0. 1. 1.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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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

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토지

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이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설사 개발이익이 발생

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계획입지 사업)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부담률(25% 또는 20%)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나,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

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개발사업

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납

부의무를 가진다.

9.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적제도는 1910년대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창

설되었다. 정보화시대에 살면서 아직까지 100여 년 전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어 도면

의 신축, 마모, 훼손으로 측량정보가 부정확하여, 측량장비 및 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직도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하고 있어 세계표준과 365m 차이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 17.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신장비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이용 현황과 일치되도록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고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며,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웃 간의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

고, 토지의 이용 가치 상승은 물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전국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

하다. 아울러,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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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연도별 지구명
사업현황

추진현황 비고
필지수 면  적(㎡)

2012 신기면 대기지구 128 226,167 완료(‘14.4.)

2013

동지역 남양지구 40 6,574

완료(‘15.5.)

근덕면 매원지구 47 37,613

노곡면

주지1지구 63 82,869

주지2지구 258 341,040

2015

동지역 우지지구 108 1,351,130 완료(‘16.10.)

도계읍

차구1지구 42 48,922

완료(‘16.5)

차구2지구 222 339,091

2016 동지역 정상1지구 179 109,859 완료(‘17.5.)

2017

동지역 정상2지구 268 97,362 경계협의중

미로면 상거노1지구 242 427,115 완료(‘18.11.)

2018

동지역 증산1지구 153 132,265 경계협의중

근덕면 교가1지구 71 21,260 경계협의중

미로면 하거노1지구 276 147,525 경계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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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민방위행정

1. 민방위 조직 및 편성

가. 민방위 조직 

    지방단위 민방위 조직은 도의 비상기획과에 위기관리부서가, 시에는 안전총괄과내 민방위부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민방위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민방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어 도지사 소속하에 

도 민방위협의회를, 시장 소속하에 시 민방위협의회를,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도 민방위협의회는 10인 이상 15인내로 구성하여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시 민방

위협의회는 7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는 5인 이

상 8인 이내로 구성,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된다. 도 및 시 민방위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민방위 계

획의 심의와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기타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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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현황

연도별
계 통리지역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2017 207 3,725 178 2,805 1 87 28 833

2018 215 3,941 186 2,760 1 60 28 1,121

    2) 편성기준

      민방위대의 조직은 통․리 단위와 직장 단위로 각각 편성하고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수방, 의료, 

전기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 기술을 가진 민방위대원 중에서 읍면동장 및 직장대장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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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시장이 선발한 자로 편성한다.

      민방위대는 대원수에 따라서 편성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20~39인 이하는 분대, 40~80인 

이하는 소대, 81~300인 이하는 중대, 301~1,000인 이하는 대대, 1,001인 이상은 연대로 편성

하였다. 통․리 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통 ․ 리민방위대 편성현황
(단위： 대, 명)

연도별 대수 대원수
규 모 별 현 황

계
분대

(20～39)
소대

(40～80)
중대

(81～300)
대대

(301～1000)
1,001인

이상

2017 178 3,725 178 169 7 1 1 -

2018 215 3,941 186 174 11 1 - -

      직장민방위는 직장의 사무소 또는 사업단위로 편성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대

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로써 조직하고, 직장 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의 장이 당연직으

로 되어 있으며, 시청의 직장민방위 대장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사태수습을 위해 총괄적인 행정

을 수행해야 하므로 부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장민방위대 편성현황
                                                                    (단위： 대, 명)

연도별 대 수 대원수
규  모  별  현  황

계 20~39 40~80 81~300 301~1000 1,001 이상

2017 28 833 28 22 4 2 - -

2018 28 1,121 28 22 4 1 - 1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창설 당시 읍면동 단위로 구성하였으나 기술지원대의 전문성을 살리고 

활동 면에서도 광역화하여 시 단위로 재구성하였으며, 규모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100~200명 

선으로 편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기술지원대 편성현황(기능별)
                                                                        (단위： 명)

연도별 계 소화 복구
인명
구조

화생방
비상대피

통제
상황전파 기타

2017 87 13 14 10 18 18 13 1

2018 60 12 12 11 12 -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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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민방위대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계 21세~25세 26세~30세 31세~35세 36세~40세

2017 3,130 68 103 1,233 1,726

2018 3,151 83 103 1,207 1,758

2. 을지연습 운영

가. 을지연습

    전시대비 충무계획을 검토하고 시행절차를 숙달함으로써 비상사태 시 전시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각 기능별 위기관리 능력강화 및 군․관 협조 하에 전쟁수행체계 확립과 시민에 대한 안보의

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을지연습 사건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처리건수
사 태 별
자동조치

중앙사건
처    리

도사건
처  리

자체사건
처   리

비  고

2017 30 - - - 30

2018 미시행   

나. 실제 훈련 상황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시 직원의 시간대별 응소 능력을 점검하였고, 

다중이용시설 테러·화재대피훈련, 국가주요시설 방호·테러 대비 통합훈련 등에 기관·단체·업

체가 합동 참여하였으며, 

    전시대비훈련과 위기대응훈련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돌발적인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위기상

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또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시 대응능력 및 민․관․군 공조체제를 확립하였다.

3. 민방위 교육훈련

가. 민방위 교육

    1) 민방위 교육목표

      민방위대원 교육은 민방위대원이 민방위 비상사태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신교육 및 제반 실기지식과 활동 요령을 습득시키는 일련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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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말한다. 따라서 민방위 대원에게 국가 안보의식 제고 및 통일대비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실기실습을 통한 재난대처 능력을 중점적으로 배양하고, 국가 안보관의 확립을 통한 정신을 강

화하는 것이 민방위교육의 기본목표이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연구원 주관하에 실시하는 중앙단위 교육과 시에서 실

시하는 지방단위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2) 민방위중앙교육

      후방방위와 재난수습을 위한 정예 민방위 간부요원의 양성을 목표로 민방위 정신전력의 강화

를 위한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 고취, 사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고 민방위 기술수준 향상을 위

한 선진정보와 지식기술의 보급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이수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계 민방위 교육 강사 대상 민방위대원 대상

2017 11 2 9

2018 8 - 8

    3) 지방단위교육

      ◉ 기본교육 체계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대원의 법정교육시간은 연 10일, 50시간의 범위 내에서 민방위에 관

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민방위 편성 후 1~4년차 대원

에 대하여 매년 4시간씩 4년간 이수하게 되어 있다.

        민방위교육은 일반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전문요원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일반대원교육

은 통․리민방위대원과 직장민방위대원이 해당되고, 민방위대장교육은 지역·직장민방위대장

이, 전문요원교육은 기술지원대와 화생방분대원이 이에 해당된다.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연도 구분
교육대상

(명)

참 석 실 적(명) 불참
(명)

참석률
(%)계 기본 1차보충 2차보충

2017

계 3,064 2,976 2,409 341 226 88 97.13

집합교육 1,266 1,231 946 181 104 35 97.24

비상소집 1,798 1,745 1,463 160 122 53 97.05

2018

계 3,187 3,187 2,449 503 235 0 100

집합교육 1,338 1,338 999 233 106 0 100

비상소집 1,849 1,849 1,450 270 129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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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내용

        민방위대원의 교육 내용은 기본교육과 실전훈련이 있다. 기본교육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알

아야 할 과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국가관, 안보관의 확립과 국민정신 함양에 역

점을 두고 있으며, 실전훈련은 자연재난, 인위재난, 생명구호, 전시대비 등 유사시의 사태수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 민방위강사 위촉

        민방위강사는 시장이 위촉하여 민방위대원 교육에 활용하며, 민방위 강사의 자질 및 전문지

식 향상을 위해 매년 중앙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강사 위촉현황

위촉연도 구 분 소  속(주 소) 성  명 분   야   별

2017년

실기교육 삼척소방서 김구, 김해수
재난안전예방대응, 

심폐소생술

화생방교육 23사단 화생방지원대 최재호, 송민수 화생방

안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미래정책연구소

황상진
이인호

안 보

2018년

실기교육 삼척소방서 김구, 김해수
재난안전예방대응,

심폐소생술

화생방교육 제127학생군사교육단 최재호 화생방

안보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재)미래정책연구소 
통일교육원

황상진
이인호
조혜영

안 보

나. 민방위의 날 훈련

    매년 3∼4회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각종 자연적․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예상 사태에 대응역량을 배양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의 침공과 각종 재난에 대처하고 자율적으로 국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나아가 전 국민

의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여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으로 생활민방위 구현을 해나가고 있다.

    1) 훈련시기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정기적으로 년 3∼4회의 지정한 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실시하

고 있으나, 15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 15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실시하였다.

    2) 훈련구분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국가적 사회재난 대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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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시켰으며, 훈련실시 지역 내 제방위요소와 직장․지역 민방위대가 통합 참여하는 민방공 훈련

을 실시하였다.

    3) 종목별 훈련실적

      민방위의 날 훈련은 크게 전국 훈련과 지방단위 훈련이 있으며, 전국 공통은 민방공대피훈련, 

불시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특성은 전시대비 훈련과 재난대비훈련으로, 

      전시대비훈련은 지역․직장 방호훈련, 주민신고훈련, 화생방 방호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은 풍수

해, 해일, 산불진화, 설해대비 훈련 등 자연재난대비 훈련과 단전․단수, 통신두절 대비 및 다중 집

합장소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사태대비 능력을 제고하였다.

2018년 민방위의 날 훈련실적

훈련종목별 실시회수 훈   련   내   용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화재대피훈련

4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자연재해, 인위재난)대비 지역특성화 훈련
 - 아파트거주민 가족단위 민방공대피훈련
 - 다중이용시설. 업소 대상 화재대피 훈련

    4) 훈련분위기 조성

      민방위의 날 훈련 시에는 시범가로에 민방위기를 게양하였으며 지역․직장 민방위대에서는 민

방위 훈련에 따른 현수막 및 입간판을 게첨하고 라디오, 유선방송, 마을앰프, 직장구내방송 등을 

활용, 훈련계도 방송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시민들의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4. 주민신고망 운영

가. 주민신고의 개념

    주민신고란 사회를 혼란시켜 우리의 생활안정을 파괴하려는 간첩, 무장 게릴라, 거동수상자와 범

죄자, 각종 민생치안사범, 법질서 및 각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위험요소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피해를 사전에 막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와 무질서를 추방

하여 국력의 낭비를 막는 국민 각자의 중요한 자율 활동이다.

나. 주민신고망 현황

    1) 기본신고망

    도시지역은 반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은 자연마을 단위로, 직장은 직장민방위대와 

예비군을 편성단위로 하여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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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시켰으며, 훈련실시 지역 내 제방위요소와 직장․지역 민방위대가 통합 참여하는 민방공 훈련

을 실시하였다.

    3) 종목별 훈련실적

      민방위의 날 훈련은 크게 전국 훈련과 지방단위 훈련이 있으며, 전국 공통은 민방공대피훈련, 

불시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특성은 전시대비 훈련과 재난대비훈련으로, 

      전시대비훈련은 지역․직장 방호훈련, 주민신고훈련, 화생방 방호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은 풍수

해, 해일, 산불진화, 설해대비 훈련 등 자연재난대비 훈련과 단전․단수, 통신두절 대비 및 다중 집

합장소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사태대비 능력을 제고하였다.

2018년 민방위의 날 훈련실적

훈련종목별 실시회수 훈   련   내   용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화재대피훈련

4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자연재해, 인위재난)대비 지역특성화 훈련
 - 아파트거주민 가족단위 민방공대피훈련
 - 다중이용시설. 업소 대상 화재대피 훈련

    4) 훈련분위기 조성

      민방위의 날 훈련 시에는 시범가로에 민방위기를 게양하였으며 지역․직장 민방위대에서는 민

방위 훈련에 따른 현수막 및 입간판을 게첨하고 라디오, 유선방송, 마을앰프, 직장구내방송 등을 

활용, 훈련계도 방송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시민들의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4. 주민신고망 운영

가. 주민신고의 개념

    주민신고란 사회를 혼란시켜 우리의 생활안정을 파괴하려는 간첩, 무장 게릴라, 거동수상자와 범

죄자, 각종 민생치안사범, 법질서 및 각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위험요소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피해를 사전에 막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와 무질서를 추방

하여 국력의 낭비를 막는 국민 각자의 중요한 자율 활동이다.

나. 주민신고망 현황

    1) 기본신고망

    도시지역은 반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은 자연마을 단위로, 직장은 직장민방위대와 

예비군을 편성단위로 하여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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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동신고망

    일정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근무하는 우편집배원, 도로․하천 감시원, 운전사, 산림 감시원, 

외판원, 청소원 등을 이동신고요원으로 위촉, 활동하고 있다.

    3) 고정신고망 및 특별관리망

    시장․상가․유원지 등 다중집합장소와 대중이용업소․집단하숙지역은 고정신고망이 운영되고 있으

며, 이중 특히 주민신고 취약지역인 대공취약지역에는 특별관리망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신고망 현황                    
                         (2018년 말 기준)

계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1,234 876 94 163 101

5. 민방위 시설물 관리

가.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지하실,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분되며, 관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25개소로 소요량 대비 104% 지정되어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단위：개소, ㎡)

위치별
 구 분

계 정부지원시설 공공용 지정시설

시 설 수 25 - 25

가용면적 49,242 - 49,242

소요량 47,029 - 47,029

나. 비상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은 적의 화생방 공격시 식수 및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민

방위 지정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이며 1일 1,725톤을 생산할 수 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계 음용수 생활용수   

확보개소 확보톤수 확보개소 확보톤수 확보개소 확보톤수

8 1,725 5 870 3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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