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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소식

셔울시, 『제1회 한국국토정보대상 과제 공모전』최우수상 수상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명변경 1주년「제1회 한국국토정보대상」행사 16.6.2일 개최 
- 국토․공간정보관련 정책, 기술, 활용부문으로 과제를 공모하여 선정된 8편발표시상

서울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명변경 1주년을 맞이하여 국토․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하여 ‘16. 6. 2일 LX공사 전주본사에서 개최한「제1회 한국국토정보대상」    
공모전에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토․공간정보관련 정책, 기술, 활용부문으로 과제를 공모하여  
선정된 8편발표시상이 이뤄졌으며 서울시는 국토공간산업 활용부문에『첨단 RTK 
측량 및  드론을 활용한  서울둘레길 보행취약자 코스 실태조사』라는 주제로  
박문재 공간측량팀장, 박종석주무관, 채군석주무관, 임동섭주무관이 참석하고,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LX공사 제1회 한국국토정보대상 과제    
공모전은  ′16. 4. 15(목) 까지 공모기간중 대한
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1인 또는 팀 구성)
한 참가자격 요건과  IoT․Cloud  기반․로봇UAV  
활용, 빅데이터․3차원․지하, 유통 및 융․복합,   

예측․분석,  신기술 개발 등 국토․  공간정보관련 자유주제 등을 공모과제로 공모 
분야는 3개분야 「국토정보 정책부문」,「국토정보 기술부문」,「국토정보 활용   
부문」로 구성하였다.
 LX공사 홈페이지(http://www.lx.or.kr)를 통해 과제공모 신청을 받아 1차 서류 
심사로 공모과제 16편을 우선 선정하고, 2차 사전심사는 PPT설명, 질의 응답을 
통해 8편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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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국토정보대상 본심사는 LX공사 본사(전주소재) 6. 2(목), 8편에 대해 
종합 평가하여 선정(발표 30%+심사 70%) 시상하였다. 이번 「제1회 한국국토 
정보 대상」행사를 통해 국토․공간정보관련 정책, 기술, 활용부문에 많은 도움을 
갖게 되었다.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임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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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울시 최우수상 수상

- (時 / 所) ’16.5.26.(목)～5.27.(금) / 울산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
- (참석자) 국토부, 지자체, LX 업무담당자 등 약 280명
- (대회내용) 경진대회(사례발표), 우수사례 시상 등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입상 
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자들의 아이디어 수렴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발표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긍심 고취하고,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 변환 등 정책방향 설명 및 분임토의를 통한 업무 노하우 
등 정보교환 기회 부여를 위함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16.5.26.(목)～5.27.(금)/ 울산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었으며, 국토부, 지자체, LX 업무담당자 등 약 280명이  
참석하여 경진대회(사례발표), 우수사례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우선 시․도 및 LX(1차), 국토부(2차)의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5편에 대해 경진대회에서  
발표(3차) 및 시상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는  
중구 황학동 재조사 사례에 대하여 이계문사무관, 
김영균팀장, 박동욱주무관, 주경곤주무관이 발표  
하여 최우수상에 입상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에 앞서 재조사교육에서는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특별법  
개정안,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현안사항, ‘16년도 정책연구용역 방향 등 주요내용 
설명하고,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체계,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바른땅시스템 개선, 지적재조사 조사․측량 대행 등 교육이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주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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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년대비 평균 4.08%상승, 전년대비 상승폭은 0.39%p 감소
 - 95.5%인 866,518필지 상승, 자치구 중 마포구가 5.60%로 가장 높아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5.31부터 6.30까지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서울시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907,16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금)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4.08%(2015년도  상승률 4.47%)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0.39%P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이 보합세가 지속되어 완만한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08% 상승하였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907,162필지 중 95.5%인 866,518필지가 상승, 20,399필지(2.2%)는 보합, 
12,375필지(1.4%)는 하락 하였으며, 7,870필지는 새로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  
났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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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마포구가 5.60%로 가장 높았으며, 서대문구 5.10%,  
서초구 5.02%, 동작구 4.90%, 용산구 4.73% 순이었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4.12%, 상업지역이 4.19%, 공업지역이 3.44%, 녹지
지역이 3.01% 상승하였다.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화장품판매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전년도 보다 
2.97% 상승한 83,100천원/㎡(3.3㎡당 2억7천4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5,910원/㎡(3.3㎡당 
1만9천5백3십원)으로 나타났다.

 ☞ 열람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 이의신청은「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  
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land_info)」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5월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http://kras.seoul.go.kr)」「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9일까지 재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 인터넷을 이용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일사편리 통합민원

(https://kras.go.kr) 부동산 가격민원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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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선에 의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120다산콜센터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 담당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상담이 진행된다.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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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직장교육 실시

- 서울시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시, 자치구, 국토정보공사 직원 50여명 참석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교육  

지난 5월 12일 서소문별관 후생동3층에서 시 및 자치구 공무원 50여명(서울시 
14명 / 자치구25명/ LX공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
환 교육을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
계 변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6년 사업방향 설명과 좌표변환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 추진 등을 교육
하였다.

또한 “지적공부 세계 측지계 변환”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좌표변환, 확정 
측량, 등록전환(향후)등  지역별 부분적 추진을 통해 사업 확대의 경우 연접   
또는 인접 필지간 불부합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점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이번교육 강사로서 LX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완석 박사가 세계측지계 변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에 대하여 담당자치구 공무원과 LX공사 직원들에 세계
측지계 변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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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클릭만으로 서울전역 3D 지도 본다 

-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http://3dgis.seoul.go.kr)’ 고도화 작업 완료, 15일(금) 개시 
- 시 전역으로 대상 확대, 전국 최초 국제 웹표준 방식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
- 지하철역사 등 159개 공공기관 건물내부 3D 제공, 주요지점 2곳은 CCTV 영상도

앞으로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 골목 하나, 건물 하나까지 실감나는 3D 입체 공간
정보를 PC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볼 수 있다. 지하철역, 시청사 등 159개의 공공
기관은 건물 내부구조까지 3D로 볼 수 있다. 
서울시가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http://3dgis.seoul.go.kr)’의 서비스 범위를   
기존 6개 구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웹표준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도화 작업을 완료, 15일(금)부터 서비스 한다.
시는 ’10년부터 종로구, 서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중구, 용산구 등 6개 지역을 
고품질 항공영상을 기반으로 한 Real 3D 형태로 구현해 지도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이를 이번에 25개 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시는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3D 기본 데이터
를 확보하고 여기에 시의 부동산 서비스, 테마관광 안내 등 서비스를 추가, 복합
정보를 3D 공간상에 구현했다. 국토부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
(http://www.vworld.kr)’의 항공사진 등 기본 정보를 활용했다. 
또한, 국제 웹표준인 HTML5와 WebGL 등 최신 웹기술을 적용했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Active-X, Plug-in 등의 프로그램을 반드시 추가로 설치
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별도 설치 없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5개 주요 웹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버전11 이상),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어디에서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15년부터 웹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실내지도 서비스
(http://indoormap.seoul.go.kr)’와 연계했다. 시는 ’1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구축‧보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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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공간정보 위에 교통 CCTV 영상, 서울시정 홍보영상 등 동적 콘텐츠를  
융‧복합해 구현하는 서비스도 시범운영한다. 주요지점 2곳(남대문로, 경부고속도
로 서초1교)을 검색하면 그 지역의 실제 교통 CCTV 영상을 볼 수 있다. 서울 
도서관 정문 위 현판 자리에서는 서울시정 홍보영상이 음향까지 재생된다.     
융‧복합 서비스는 향후 이용자 의견 등을 수렴해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용자가 3차원 공간정보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를 응용해 직접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
를 공개하는 ‘Open API’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Open API’는 지도 
서비스 등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누구나 접근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향후 공간정보 갱신에 소요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항공사진  
기반의 3D 모델링 자동화 기술 도입, 드론 촬영 영상 활용, 민간 포털과의 3차원 
공간정보 공동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최영훈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서비스 확대는 정부3.0   
정책에 걸맞게 3D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기반 
구축이 목적”이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모바일을 통해서도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를 제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제공 : 서울시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곽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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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1) 주택 매매 동향 

(1) 매매 가격 동향 1)  
◈ ‘16년 4월 주택 매매 가격은 저금리 및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소형 아파트

가 수요 증가를 보이며 전월 대비 0.08% 상승 강남권역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

 ☞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만혼 확산과 저출산 등 변화한 사회상이 소형 아파트
에 대한 수요를 높이며 아파트가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0.10%  
상승하였고, 연립주택은 0.06%, 단독주택은 0.04% 상승세를 나타냄.

  ▶ 강북권역(0.07%)은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산구
(0.11%) 등이 상승을 주도하고, 강북구(0.05%)는 우이 ~ 신설 경전철 개통 
예정 등 교통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 전환하며 전월 대비 상승폭 확대.

  ▶ 강남권역(0.09%)은 개포주공2단지의 높은 청약률 등 재건축단지를 중심 
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강남구(0.25%)가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강남순환
고속도로 개통 수혜지역인 관악구(0.17%) 등이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전월 
하락에서 상승 전환.

  ※ 주택 유형별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0.10%), 연립(0.06%), 단독(0.04%)  
순으로,  아파트 ⇒ 상승세 전환, 연립주택 ⇒ 상승폭 확대, 단독주택 ⇒ 
상승폭 축소

▣ 상승지역 : 24개 구
 ▸강북권역 : 용산구(0.11%), 도봉구(0.11%), 은평구(0.11%) 등 14개 구
▸강남권역 : 강남구(0.25%), 관악구(0.17%), 구로구(0.12%) 등 10개 구

▣ 하락지역 : 1개 구
 ▸강북권역 : -
 ▸강남권역 : 양천구(-0.09%)
  <표 1-1> 대권역별 매매 가격 변동률
                                                                   (단위 : 전월 대비, %)

구   분 '15.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3월 4월 전  년말  비('15.12.)
전  년 동월비('15.4.)

서   울 0.51 0.44 0.50 0.38 0.37 0.45 0.46 0.46 0.29 0.05 0.00 0.01 0.08 0.14 3.54
강북권역 0.39 0.30 0.39 0.34 0.35 0.43 0.48 0.45 0.26 0.06 0.04 0.04 0.07 0.21 3.25
강남권역 0.64 0.56 0.60 0.41 0.38 0.46 0.45 0.47 0.32 0.03 -0.03 -0.02 0.09 0.07 3.80

 

1) 매매 가격 동향 : 한국감정원 자료(조사 기준일 - ‘1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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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대권역별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전월 대비, %)

 <그림 1-2> 대권역별 매매 가격지수 변동 추이 

 <표 1-2> 주택 유형별 매매 가격 변동률                                                                        (단위 : 전월 대비, %)

구    분 '16.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

1월 2월 3월 4월 전  년말  비('15.12)
전  년동월비('15.4)

아파트

서   울 0.76 0.60 0.68 0.54 0.56 0.68 0.67 0.65 0.42 0.05 0.00 -0.01 0.10 0.14 5.04 

강북권역 0.58  0.44  0.51  0.51  0.55  0.70  0.72  0.67  0.37 0.06 0.06 0.03 0.07  0.21  4.78 

강남권역 0.90  0.73  0.82  0.56  0.56  0.66  0.64  0.63  0.46 0.04 -0.05 -0.03 0.12  0.08  5.25 

단  독
주  택

서   울 0.04  0.13  0.21  0.12  0.12  0.12  0.19  0.19  0.11 0.04 0.01 0.05 0.04  0.14  1.34 

강북권역 -0.02  0.07  0.26  0.12  0.14  0.10  0.21  0.16  0.11 0.05 0.02 0.06 0.05  0.17  1.35 

강남권역 0.12  0.22  0.14  0.12  0.08  0.15  0.14  0.24  0.11 0.03 0.00 0.03 0.03  0.10  1.32 

연  립
주  택

서   울 0.23  0.25  0.28  0.20  0.16  0.20  0.22  0.25  0.14 0.06 0.00 0.02 0.06  0.13  1.85 

강북권역 0.19  0.18  0.28  0.19  0.17  0.21  0.25  0.28  0.17 0.08 0.03 0.04 0.08  0.22  1.97 

강남권역 0.27  0.31  0.27  0.22  0.15  0.19  0.20  0.22  0.12 0.03 -0.03 0.00 0.04  0.04  1.73 

 ※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연립주택에는 다세대주택이 포함
 <그림 1-3> 주택 유형별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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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전월 대비, %)

  <그림 1-4> 주택 유형별 매매 가격지수 변동 추이 

(2) 매매 거래 동향 2) 

◈ '16년 4월 매매 거래량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 수요 등으로 전월 대비 9.7% 
증가 

  ☞ 봄 이사철과 재건축 이주 등의 영향으로 23,659건이 거래되어 전월(21,566
건) 대비 9.7%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31,251건) 대비에서는 24.3%   
감소한 가운데, 거주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9,394건이 거래되며 전월
(8,478건) 대비 10.8% 증가.

   ▶ 유형별로 보면, 단독(21.4%), 연립(11.6%), 아파트(10.8%) 순으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비아파트(단독․다가구)에서 거래량 증가폭이 확대된 
모습임.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

 <표 1-3> 주택 유형별 매매 동향(매매거래 신고, 검인 포함 - 상속, 증여, 신탁해지는 제외)
2) 주택 매매 동향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건수에 대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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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거 래 건 수 변 동 률 (%)

지난 연중최 고 치('08.4)
전 년 도동    월('15.4)

전  월
('16.3)

금  월
('16.4)

지난 연중
최고치 대비

전 년 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서 울 시  전 체 31,690 31,251 21,566 23,659 -25.3 -24.3 9.7 
아 파 트 12,654 14,632 8,478 9,394 -25.8  -35.8  10.8  
단 독 ․ 다 가 구 3,277 2,144 1,564 1,898 -42.1  -11.5  21.4  
다 세 대 ․ 연 립 10,344 8,993 6,753 7,535 -27.2  -16.2  11.6  
기 타 5,415 5,482 4,771 4,832 -10.8  -11.9  1.3  

 ※ 기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
 <그림 1-5> 대권역별 주택 매매 거래량 변동 추이                                                                                   (단위 : 건)

 
<그림 1-6> 주택 유형별 거래량 변동 추이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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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전세 동향 

(1) 전세 가격 동향 3)

◈ '16년 4월 주택 전세 가격은 계약 만기 도래에 따른 수요와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전월 대비 0.13% 상승.

 ☞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 신혼부부와 직장인의 봄 이사철 
수요 등  매물 부족 현상에 따른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상승세 유지. 

  ▶ 강북권역(0.15%)은 저금리에 따른 월세 전환 물량 증가로 공급 부족속에  
봄 이사철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며 성동구(0.22%), 용산구
(0.21%)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

  ▶ 강남권역(0.11%)은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며 강동구
(-0.02%)는 하락, 송파구(0.00%)는 보합 전환된 가운데, 구로구(0.29%), 
관악구(0.28%) 등은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등과 관련한 수요 증가속에   
전월 대비 상승폭 확대.

  ※ 주택 유형별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0.16%), 연립(0.11%), 단독(0.04%)  
순으로,  아파트 ⇒ 보합세 유지, 연립 및 단독 ⇒ 상승폭 확대.

 ▣ 상승지역 : 24개 구
  ▸강북권역 : 성동구(0.22%), 용산구(0.21%), 서대문구(0.19%) 등 14개 구
  ▸강남권역 : 구로구(0.29%), 관악구(0.28%), 영등포구(0.20%) 등 10개 구
 ▣ 하락지역 : 1개 구
 ▸강북권역 : -
  ▸강남권역 : 강동구(-0.02%)
   <표 1-4> 대권역별 전세 가격 변동률                                                                             (단위 : 전월 대비, %)

구  분 '15.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

1월 2월 3월 4월
전  년말  비('15.12)

전  년동월비('15.4)

서   울 0.80 0.60 0.70 0.53 0.46 0.67 0.65 0.75 0.50 0.23 0.14 0.11 0.13 0.62 5.62 

강북권역 0.61  0.49  0.55  0.50  0.49  0.68  0.75  0.77  0.46 0.21 0.15 0.14 0.15  0.64 5.46 

강남권역 0.97  0.71  0.84  0.56  0.44  0.66  0.55  0.73  0.54 0.26 0.13 0.09 0.11  0.59 5.77 

3) 전세 가격 동향 : 한국감정원 자료(조사 기준일 - '1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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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대권역별 전세 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전월 대비, %)

  <그림 1-8> 대권역별 전세 가격지수 변동 추이

 <표 1-5> 주택 유형별 전세 가격 변동률                                                                 (단위 : 전월 대비, %)
구   분 '15.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3월 4월 전  년말  비('15.12.)

전  년동월비('15.4.)

아파트

서  울 1.25 0.87 0.97 0.77 0.69 1.02 0.94 1.06 0.76 0.34 0.23 0.16 0.16 0.90 8.27 

강북권 1.01  0.70  0.75  0.78  0.78  1.10  1.13  1.16  0.71  0.30 0.26 0.21 0.19  0.96  8.36 

강남권 1.44  1.00  1.15  0.77  0.62  0.95  0.78  0.99  0.81  0.38 0.21 0.13 0.14  0.86  8.20 

단 독주 택

서  울 0.02  0.14  0.30  0.14  0.14  0.14  0.21  0.21  0.14  0.05 0.02 0.02 0.04  0.14  1.57 

강북권 -0.08  0.12  0.38  0.17  0.18  0.15  0.30  0.27  0.19  0.05 0.03 0.05 0.07  0.20  1.97 

강남권 0.18  0.16  0.18  0.10  0.07  0.13  0.08  0.13  0.05  0.05 0.01 -0.01 0.00  0.05  0.96 

연 립주 택

서  울 0.23  0.27  0.34  0.29  0.23  0.32  0.34  0.43  0.21  0.12 0.04 0.07 0.11  0.34  2.80 

강북권 0.18  0.27  0.33  0.27  0.22  0.33  0.41  0.47  0.23  0.14 0.06 0.08 0.13  0.41  2.99 

강남권 0.29  0.26  0.35  0.30  0.23  0.31  0.27  0.40  0.19  0.10 0.02 0.06 0.09  0.27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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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주택 유형별 전세 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전월 대비, %)

  
<그림 1-10> 주택 유형별 전세 가격지수 변동 추이

(2) 전세 거래 동향 4) 

◈ '16년 4월 전세 거래량은 25,433건으로 전월(29,089건) 대비 12.6% 감소.
 ☞ 높은 전셋값 부담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이주 수요가 증가하며   

전월 대비 12.6% 감소한 가운데 전년도 동월(30,794건) 대비에서는 17.4% 
감소세를 나타냄.

  ▶ 유형별로 보면, 거주 비중이 가장 높은 아파트(-15.1%)를 포함하여 단독
(-6.6%),연립(-6.8%),기타(-23.3%) 등 모든 유형에서 감소세를 나타냄.

 ☞ 높은 전셋값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이주 및 연립 등으로 매매 전환
하는  수요 지속됨. 

4) 전세 거래 동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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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6> '16년 2월 전세 거래 동향 

구  분
거 래 건 수 변 동 률 (%)

지난 연중최 고 치('15.3)
전 년 도동    월('15.4)

전  월
('16.3)

금  월
('16.4)

지난 연중
최고치 대비

전 년 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서 울 시 전 체 36,836 30,794 29,089 25,433 -31.0 -17.4 -12.6 
아 파 트 14,562 11,191 10,358 8,797 -39.6 -21.4 -15.1 
단 독 ․ 다 가 구 9,116 8,355 7,212 6,734 -26.1 -19.4 -6.6 
연 립 ․ 다 세 대 7,231 6,373 6,458 6,021 -16.7 -5.5 -6.8 
기 타 5,927 4,875 5,061 3,881 -34.5 -20.4 -23.3 

  <그림 1-11> 대권역별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채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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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식

 2020년까지 측량산업 활성화“정보통신기술(ICT)대중화하자 ”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수립 

국토교통부가 측량 관련 융․복합 산업 육성과 측량 신기술 저변 확대 등을 위한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5년간(2016～2020) 측량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측량은 지형․지물의 위치, 형상, 면적 등을 측정하여 공간상의 관계를 규명하는 기술로, 

최근에는 위치 확인 시스템(GPS)*의 발달과 지도의 대중화로 고정밀의 측량기술이 요구

되고 있으며 측량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이 증가되고 있다.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위성과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

이번 계획은 고정밀 위치정보의 수요 증가와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비행장치, 개인항법 

등 측량 관련 환경변화에 따라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측량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국토의 가치를 더하는 측량”을 비전으로 설정한 이번 국가측량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량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정보를 구축

하고, 드론 등 무인항공기 기반의 측량산업 도입 등 측량 관련 융․복합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그리고 실내 측위기술 개발 등 측량기술 고도화 및 신기술 촉진을 유도하고, 

전문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하여 측량기술자 역량강화를 통한 측량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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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진․지각변동 및 해수면 상승 등을 반영한 위치기

준체계의 도입과 기본공간정보 기반의 재해예방정보를 통합․지원하며, 재해발생시 효율

적 재해복구를 위한 3차원 공간정보 기술지원 체계(EMS*)를 마련할 계획이다.

    * EMS(Emergency Mapping System) :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면적 산출, 원인  

      분석, 대응방안 수립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측량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아울러, 건설 분야의 품질 향상 및 메가스트럭쳐*의 시공․안전 관리를 위해 측량성과 

검사 의무제도 도입과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민안전을 목표로 측량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측량음영지역*을 제거하고, 실생활 맞춤형 

위치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고정밀 측량기준점 정보 서비스 환경을 마련한다.

또한 국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 지원과 시각장애인, 노약자 등의 보행 편의를 위한 특수

목적 전자지도 생산을 확대하는 등 측량을 통한 생활밀착형 공간정보를 제공할 계획  

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편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측량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대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측량산업의 패러다임    

변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공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16. 5.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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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우리 국토, 1년 새 여의도 4배 면적만큼 늘어 

- 한몫하는 유인도와 무인도, 국토면적의 3.5% 여의도 면적의 1223배 -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16년 지적통계연보

(2015.12.31.기준)를 발간한다고 10일 공식발표했다.

< 지적통계연보란? >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현황을 수록

16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전 국토의 면적은 100,295㎢(’15.12.31.  

지적공부등록 기준)로, 1년 새 여의도면적의 4배인 11㎢가 증가했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 독도 면적: 0.18㎢ (여의도 면적 대비 1/16 수준)

    * 10년 전(‘05.12.31기준) 국토의 등록면적(99,645㎢)에 비해 여의도의 224배인   

       650㎢ 증가한 수준

주요 증가사유는 전남 광양시 황길동 공유수면매립 및 토지개발사업 3.9㎢,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구획정리(시화MTV)사업 완료 1.9㎢, 인천신항(10공구 및 바다쉼터)   

신규등록 등 3개사업 1.4㎢ 등이다. 

이번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9,031㎢,   

강원 16,826㎢, 전남 12,313㎢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 465㎢, 광주 501㎢, 대전 539

㎢ 순으로 면적이 작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 강원 인제군 1,645㎢,  경북 안동시 1,522

㎢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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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별 토지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제58조에 따른 28개 

지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농경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임야는   

204㎢ 감소하고, 대(垈)와 공장용지는 80㎢ 증가, 기반시설(도로·철도용지·하천·  

제방)은 54㎢ 증가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4,003㎢(63.8%)이며, 농경지는 

20,274㎢(20.21%)이며, 대(垈)와 공장용지는 3,907㎢(3.9%)이다.

지역별로 보면, 임야는 강원이 13,786㎢(21.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

는 전남이 3,327㎢(16.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대(垈)와 공장용지는 경기가 

737㎢(18.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소유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외국인 등 10종으로      

소유 형태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개인소유토지 51,972㎢(52%), 국·공유지 32,862

㎢(33%), 법인 및 비법인 15,123㎢(15%) 순이며, 외국인토지는 133㎢(0.13%)이다.

지역별로 보면, 개인토지는 경북이 10,469㎢(20.1%)로 가장 많고, 국·공유지는       

강원도가 10,122㎢(30.8%)로 가장 많으며, 법인 및 비법인은 경북이 2,905㎢(19.2%)로 

가장 많고, 외국인토지는 경기가 32㎢(24.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번 지적통계연보에는 섬통계를 부록에 신규수록 하였는데, 내륙에 위치하여 섬이   

없는 6개 시·도(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섬은 모두 3,677개로, 유인섬 486개, 무인섬 3,191개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수는 전체 1,824,110필지이며 유인섬이 1,817,063필지, 무인섬

이 7,047필지이고, 면적은 전체 3,547㎢의 규모로 전국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인섬은 3,479㎢, 무인섬은 69㎢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5월 중 배부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밝혔다.

【제공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16. 5.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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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나눔 소식

땅 사랑방, '16년 5월 봉사활동

토지관리과 '땅 사랑방' 사랑․나눔 봉사대원들이 지난 5월 21일 중구 예장동에 소재한 남산원을 

찾았다. 1952년 4월에 군경유자녀원으로 설립되어 금년으로 개원 63주년을  맞이하는 남산원은 

보호 아동들에게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주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이끄는 것을 이념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이다.

땅 사랑방 동아리 회원들은 남산원 텃밭만들기와 수목식재 등을 실시하고 생활관주변과 

창고주변을 정리하였다.

• 편집 조창기, 서미연, 김문수, 채군석, 김준성, 구성회, 천석   • 정리 • 디자인 사문기, 임동섭

‣ 원고를 받습니다.
 땅 사랑 토지정보지에 게재할 각종 부동산관련 최신 정보, 첨단 기술, 제 ․ 개정되는 법령 
및 제도, 창의사례, 인사동정 등 유익한 자료를 모집하고 있으니, 원고를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우) 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2동 2층(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02)2133-4664~66  Fax (02)2133-4910   E-mail sa3474@seoul.go.kr, limdong71@seoul/go/kr

표지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www.visitkore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