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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3.26(음)
내부판적국 지적과
창설(양.4.20)

칙령 제53호로 내부관제가 공포됨, 제8조에 판적국에서는 호구적(戶口籍)과 지적(地
籍)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다(이것이 근대 지적의 효시), 당시 내부대신 박영효, 협
판 유길준, 판적국장 윤진석, 그 밑에 주사 권명훈, 동 신정희가 있었다.

1895.4.5(음) 치령 제74호로 각읍부세소장정을 제정하다. 이에 전제와 지적(제3조 제1항)과 토지
부책을 관리하다.

1895.4.17
지적과 사무규정

내부분과규정을 제정하고 판적국에는 호적과, 지적과를 두다(제11조). 지적과는 지
적, 무세관유지의 처분 및 관리, 관유지 명목변환 사무를 관장

1895.9.5
세무시찰관장정제정

칙령 제161호로 세무시착관장정을 제정하다. 양안 기타 토지에 관한 장부의 정부(整
否)(제4조 제8호). 1896년4월19일 폐지되다.

1895.9.24
역전답 조사
일본의 측량외침(1)

역전답 조사에 관한 건을 시달하다.
일본은 임시측도부 편제를 만들고 육지측량수 12명을 비룻하여 90명이 내한하여 조
선 각지를 무단으로 측량하여 50,000분의 1 지형도를 만들다

1895.10.1
일본의 측량외침(2)

일본 육지측량수 10명을 비롯하여 83명이 내한하여 조선 각지를 무단으로 측량하여
군사기밀도 50,000분의 1 지형도를 만들다.

1895.10.4
일본의 측량외침(3)

일본측량수 7명을 비롯하여 56명이 내한하여 군사기밀도 50,000분의 1 지형도를 만들
다.

1895.11.17
고종32년 양력채용 이날을 개국 505(1896)년 1월 1일로 하다.

1896.1.1
독자연호 사용 태양력을 사룡하고 고종은 건양연호를 사용하다. (한국 최초의 연호)

1896
을미사판 시행 최초의 국유지측량 즉 을미사판을 시행하다.

1897.3.10
역전답 이관 각 역전답을 농상공부로부터 군부로 이관하다.

1898
광무2년 전형추가 5전형 외에 원형, 타원형, 호시형, 삼각형, 미형을 더하다.

1898.6.22
토지조사를 주청

내부대신 박정양과 농상공부 대신 이도재는 전국토지조사에 관한 청의서를 의정부
회의에 제출하다.

1898.7.6
양지아문 창설

칙령 제25호로 양지아문 직원 및 처무규정 제정, 의정부대신 윤용선이 반포하다. 총
재관에 내부대신 이도재, 부총재관은 고영희, 이채연이 겸임되다(1902년 3월 17일
지계아문으로 통합되다.)

1898.7.14
크램과 측량계약

양지아문 총재관 심상훈, 이도재, 대판 이채연은 미국 오하이주 측량사 크램(한국명
巨廉)과 <대한합동>을 체결하였다.

1899
최초의 전답도형도 기해
사감

충남 아산군 양안에 최초로 전답도형도 즉 사료가 나오다.
국유지측량인 기해사검을 시행하다(~1900)

1899.4.7
러시아공관 측량 크럼이 러시아 공관 부지를 측량하다.

1899.4.19
프랑스공관 측량
양무감리 임명

크럼이 프랑스 공관 부지를 측량하다.
장성군수 김성규가 전라남도 양무감리로 겸임되다.

1899.4.21 양지아문령 제1호로 양지아문견습생규칙을 제정하다.

1899.6.16
우치다 고빙

미국인 양지기사 크럼의 요청으로 일본측량사 우치다를 보조자로 채용하기로 계약하
다.

1899.9.11
양지결과에 항의 경기도 용인군민들이 양지결과에 대하여 항의하다.

1900
광무양전
서울지도 완성

양지아문에서 과천, 광주, 수원, 안산, 괴산, 목천, 문의, 아산, 연기, 온양, 음성, 전의,
청안, 청안, 충주를 양전하다.
규장각에 당시 양안이 간직되어 있다.
크럼과 한국인 측량사들이 서울 측량을 6월경 완료하고 <한성부지도>를 만들다.

1900.4 학령 제2호로 향교재산관리규정을 제정하다

1900.4.12
양지속성과 설치

민영환 선생이 설립한(1895) 사립 홍화학교에 양지속성과를 특설하고 학생을 모집
하다.

1900.4.16
홍화학교 측량교육

사립 홍화학교에서 측량교육을 교수하다. (사립학교 최초로 측량을 교수) 고사는
일본 유학을 한 남순의 이고, 교재는 그의 저서인 <정선산학>이다.

1900.5.22
대동강-압록강측량 일본 군함 반성호가 대동강구 연안으로부터 압록강까지 측량을 시작하다.

1900.10.8 양지아문령 제1호로 양무위원임명규칙을 제정하다.



양무위원임명규칙제정
1901
광무양전 착수

양지아문에서 안성, 양성, 양지, 여주, 음성, 이천, 죽산, 진위, 부여, 석성, 연산, 온양,
정산, 진잠, 진천, 한산, 회인, 연풍을 양전하고 규장각에 양안이 간직되어 잇다.

1901.3.12
미국대사 부임 양지아문 총재관 박정양은 미국주참 전권대사가 되다.

1901.4.26
연안측량

일본함대 해문호가 인천항에 도착하였는데 일본 측량대 100여명이 오는 것을 기다
려 연안측량에 종사할 예정이다.

1901.8.8
양무중지 한해(旱害) 때문에 양무를 중지하다.

1901.10.20
지계아문 설치

칙령 제21호로 지계아문 직원 및 처무규정(26조)을 제정하다. 양지아문 부총재관
이근호 대신 정주영을 임명하다.

1901.11.11
지계아문 처무규정 제정 칙령 제21호로 지계아문 직원 및 처무규정을 제정(전문14조)하다

1901.11.20
지계아문 분과규정 제정 지계아문 분과규정을 제정하다.

1902
일본군함이 측량
광무양전

지도군수가 "일본군함이 와서 소옥을 짓고 측량을 한다는 사실"을 외부대사관 관찰
사 서리 광주군수에 보고하다.
지계아문에서 평해를, 양지아문에서 안성, 양성, 양지, 진위, 석성, 영춘, 충주를 양전
하다. 규장각에 당시의 양안이 간직되어 있다.

1902.3.26
양지아문 폐지

1898년 7월 양지아문이 설립될 때부터 3년 8개월만에 폐지되고 양전업무는 지계아문
에 흡수되다.

1902.6.8
지계업무 개시

강원도부터 지계업무를 지행하는데 측량 후 관계(官契)를 발급하니 구권과 관게를
바꾸도록 하다.

1902.10.10
도량형규칙 제정 칙령으로 도량형규칙을 제정하다.

1903
광무양전

지계아문에서 강원도 간성, 경기도 수원, 용인, 한산을 양전하다.
규장각에 당시의 양안이 간직되어 있다.

1904
광무양전

지계아문에서 동래, 산청, 진남, 합천을 양전하다.
규장각에 당시의 양안이 간직되어 있다.

1904.1.11
지계아문 이속 지계아문을 탁지부로 소속시키다.

1904.3.4
역둔토 관장

포달 제126호로 내장원을 경리원으로 개칭하고 관세과에서 역둔토 업무를 관장하
다(1907.11.27 포달 161호로 폐지)

1904.4.19
양지국 신설

칙령 제11호로 탁지부 양지국 관제를 제정하고 지계아문 직원 및 처무규정은 폐지
하다.(칙령 제19호 1905.2.26 폐지)

1904.8.29
메가타 오쿠라 대신 관저
에서 내훈을 받음

메가타는 재정고문으로 내한하기전에 오쿠라성 대신 관저에서 오쿠라성 소네, 고무라
외무상, 사카다니 오쿠라성 차관, 미즈노 이재국장, 아라이 주계국장, 와카스키 서기
관, 마쓰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합하였다. 이 때 한국의 토지를 정리하여 소유권을 명
확히 한다(제4항), 소요예산과 예정필수를 조사한다(제21항)는 지시를 받다.

1904.9.3
재정고문 메가타 내한 토
지조사 시행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 가 스즈키를 대동하고 인천항에 상륙한다.
그는 3년 2개월동안 한국의 세제 특히 구한말 토지조사를 위하여 예산수립, 교육,
실연 등을 주관하다.

1905.2.26
양지국 폐지

칙령 제19호로 탁지부 관제를 개정하여 양지국은 사세국으로 되었고 사세국에서
양지업무를 관장하다.

1905.4
측량공급 훈령

일본공사가 외부에 조회하기를 일본 해면기사가 와서 4월 상순부터 부산 이북과
원산 이남의 측량을 할 터이니 해당 지방관에 훈령하여 숙식과 식료를 청하는 대로
공급하다.

1905.4.15
지령측량 관장 농상공부 분과규정을 광무과에서 지형측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다.(제8조)

1905.4.29
형법공포 법률 제2호로 형법을 공포하다.(분묘한계 제32조, 분묘침해율 제3절)

1905.6.26
쓰쓰미가 측량을 교수

일본 측량사쓰쓰미 가 양지과 측량기술견습소에서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측량을 교
수하다. 당시 양지과장은 서기관 한규복, 기술분야는 기사 나카타가 담당하다.

1905.6.26 이후
구소삼각측량 시행

측량기술견습소에서 교육을 하며 11개소의 구소삼각측량을 시행하다.(지적법시행령
제22조 기타원점)

1905.11.7
을사보호조약 체결

한일협상조약을 제결하다. 이 조약을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 이라
고도 한다.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하여 보호국으로 하다. 이 조
약을 사가들은 을사늑약이라 한다.

1906
토지조사예산안 작성

재정고문 메가타는 구마타에게 조선토지사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다. 구마타
는 500만원을 안을 제출하였으나 부족하다 하여 1,200만원으로 다시 작성하다.



1906.4.13
양지과 설치 탁지부 분과규정에 양지과를 두다. (제5조)

1906.5.1
대구측량견습소개소 측량기술견습소 대구츨장소를 개소하고 소장은 도요타가 맡다.

1906.5.22
가계수수료규칙 제정 가계발급규칙을 제정하고 탁지부령 제10호로 가계수수료규칙을 정하다.

1906.7
부동산법조사회설립

이토우의 추천으로 도쿄대학 교수 우메 박사를 초빙하여 부동산법조사회를 조직하고
우메가 회장(다른기록에는 고문)으로 취임하여 관습조사를 하다. 이때 보좌관 나카야
마, 가와사키, 야무구치가 용빙되다.

1906.8
농림학교 분리

칙령 제39호로 농림학교 관제를 공포하여 농상공학교에서 분리. 독립하
다.(1906.9.11. 농상공부령 제48호로 농상공부 소관 농림학교규칙을 제정하다.)

1906.9.1
농림학교 개교

농림학교(현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는 농상공학교 예과 교실에서 개교하다. 초대교
장은 농림국장 서병숙이 겸임하다.

1906.9.24
지방관제 제정

칙령 제50호로 참정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탁지부대신 민영기는 지방관 관제
를 공포하고 관찰사가 지적과 도량형사무를 관장하다.(제7조)(칙령 제40호
1907.12.13호로 폐지)

1906.10.3
평양측량견습소개소 측량기술견습소 평양출장소를 개소하고 소장은 이케다가 맡다.

1906.10.28
진해만, 거제도측량 일본인 2명, 한국인 17명이 진해만과 거제도 군용지 측량을 하다. (~1906.12.30)

1906.10.31
토지가옥증명규칙제정 칙령 제65호호 토지가옥증명규칙이 제정되다.

1906.11.7
토지가옥증명시행세칙 제
정

법부령 제4호로 토지가옥증명규칙세칙을 제정하다.

1907
측량교수

서북학회에서 서북협성학교를 설립하여 측량을 교수하다.
현 광신중.상업고등학교이다. (1908.5.5 개학, 1908.4.10, 1908.4.28 측량생 모집)
사회유지가 서울에 사립 장훈학교를 설립하고 1908.6.14 속성측량과를 개설하여 학생
을 모집하다.

1907~1908
정미 국유지측량 역둔토를 비롯하여 궁장토, 목장토, 농원묘위토, 미간지 등 국유지 면적을 산출하다.

1907.1.30
토지가옥전당집행시행세
칙 제정

법부령 제2호로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 시행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다. (1912.4.1 폐
지)

1907.2.7
석산측량
용산 군용지측량

한국인 5명이 개성부 석회 석산을 측량하다. (~1907.3.8)
일본인 1명, 한국인 27명이 군용지 용산의 도근, 세부측량을 하다. (~1907.4.6)

1907.2.9
석산측량
인천 염전측량

한국인 5명이 경성 수구문 밖 석산을 측량하다.(1907.4.6)
한국인 6며이 인천 염전을 측량하다.(~1907.3.18)

1911.4.17
토지수용령 공포 제령 제3호로 토지수용령을 공포하다.

1907.5.16
토지측량규정 제정

재정고문본부에서
측량을 관장

대구잼관 때 가와카미는 ①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사항, ②대구시가지 토지
측량에 대한 군수로부터 통달, ③대구시가지 토지측량규정을 제정하다.(한국최초의
지적측량규정)
재정고문본부는 훈령 제2호로 경리과에서 토목 및 측량에 관한 사무를 본다고 규
정하다.

1907.11.27
내장원 분과규정 및 제실
재산정리국관제제정

궁내부령 제7호로 내장원 분과규정을 제정하다.(측량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5조5항)
제실재산정리국 관제를 제정하여 제실재산정리국에 농림과, 측량과, 주계과를 두고(제
1조) 측량과에서는 제실유 토지, 삼림.원야 등 측량과 제도, 경계답사, 지적정리사항
을 관장하다.(시행일 12월 1일)
궁내부령 제8호로 궁내부대신 이윤용은 제실재산정리국 분과규정을 제정하다.

1907.12
양지과수업규정제정

대만의 경험을 토대로 양지과수업규정을 제정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보존되지 않
고 있다.

1908.1.21
삼림법 공포(최초의 임야
조사측량)

법률 제1호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임시서리 법부대신 조중응은 삼림
법을 공포하다. 이는 삼림에 대한 최초의 지적규정으로 1911.9.1 폐지되었다. 조선
임야조사령 제10조에 구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귝유로 간주된 임야는 구소유자
또는 상속자에게 소유권을 되돌려주다. (무모한법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측량강습
소, 측량사무소가 생겼고 측량교과서가 편찬되어 나오다.)

1908.3.21
토지규칙 제정 칙령 제15호로 청진 토지규칙을 제정하다.

1908.7 탁지부 측량과에서 서울지역 소삼각측량으로 지적도를 제작하다. 축척500분의1 지적



최초의 지적도29매 도인 <경기도 한성부지도>29매가 서울시 종합자료실에 간직되어 있다. (이것이
한국최초의 지적도이다)

1908.8.26
동척법 제정 법률 제22호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을 제정하다.

1909.5.16
측량수수료 제정 대한측량사무소에서 100만평 수수료를 10환으로 정하다.

1909.6
역둔토 측량 모든 역둔토를 국유지로 실시조사 측량하다. 이것이 국유지측량으로는 효시이다.

1909.9.24
측량가 작시

북간도 대교동 교향학교에서 측량가를 지어 부르다
어화 우리 동포님네 측량가를 들어보소
대한강산 삼천리를 측퍈으로 기점 삼고
지남으로 정방하여 표간으로 지점잡고
첨공으로 직시하여 표제권척 거리되고
육수척에 축지하여 도지상에 획점하네.(뒷줄임)

1909.9.30
토지조사 착수시기

전국 토지조사에 관한 준비는 목하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에서 매일회의하는 중인데
실지 착수할 시기는 내년 1월경으로 비용은 1,400만원으로 예산하였다. 이로 인하
여 지방금융계에 활기가 생겨 영향이 있을 것이다.

1909.10.16
토지조사 착수

토지조사사업에 대하여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에서 진행중이다. 11월 중순경부터는
겨성부근에서 모범적으로 1반에15명씩 성대하여(그 중 일본인 2명) 조사에 착수할
터인데 내년 1월1일 부터는 200반 한으로 조직하여 전국 전답의 공사유를 불문하고
이동조사를 한다.

1909.11.17
토지조사시험사업 부평군( 현 인천 계양, 부평구)에서 토지조사 시험사업을 시행하다. (~1910.2.4)

1910.2.8
토지측량업자단속규칙 경기도령 제1호로 토지측량업자 단속규칙을 제정하다.

1910.2.16
토지조사 예산

본년도 3월경에는 토지조사에 착수한다더니 그 의안이 참여관 회의에 부쳐졌으나
경비가 1,400만원을 요하므로 준비가 자못 대단하여 1, 2달 부37,000원을 예산에 계상
하고 3월 이후는 추가예산을 요구하기로 목하 수속중이다.

1910.3.14
토지조사국 설치

육지측량사 나카타, 동 도요타의 입안을 채용하여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탁지부
대신 고영희는 칙령 제23호로 토지조사국 관제를 설립, 공포하고 다음날 임시재산정
리국 주사 30명을 토지조사국 주사로, 동 기수 326명을 토지조사국 기수로 겸임 발령
하다.

1910.5.21
토지조사 개시 훈시

광통관에서 전 국원을 모아 놓고 토지조사국 총재 고영희, 부총재 다와라, 측량부
장 쓰지야, 조사부장 사사키는 토지조사 개시에 앞서 훈시를 하다.

1910.6
대삼각본점 설치

육지측량사 우메즈 기사, 나카무라 기수, 조우시 기수, 홍종대 기수가 한조가 되어 대
마도 일등삼각점 아라아케산과 동 미타게를 기선으로 거제도와 절영도를 구점으로
하는 삼각망 측량을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대삼각본점 400점을 설치하다. (이것이
최초의 한국 대삼각본점이다)

1910.8.9-9.27
대전기선측량

기사 우메, 기수 나카무라, 홍종대, 고원 주우시가 300일간 대전기선측량(2,5000m)
을 시행하다.

1910.8.23
토지조사법
동시행규칙 등 공포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법률 제7호로 토지조사법을 공포하다.(제정은 우메겐지로우
박사)
탁지부대신 고영희는 탁지부령 제26호로 토지조사법시행규칙을 공포하다.
내각총시대신 이완용과 탁지부대신 고영희는 칙령 제43호로 재경기관인 고등토지조
사위원회규칙을 반포하다.(1911.8.12 고등토지조사위원회관제가 제정되자 자연 폐
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탁지부대신 고영희는 칙령 제44호로 자문기관인 지방토지조
사위원회규칙을 반포하다.

1910.8.29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개
칭

순종환제는 양위조서(讓位詔書)로 한일합방조약을 공포하고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개칭하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다. 사가는 이를 경술국치라고 한다.

1910.10.1
임시토지조사국 초대총재
임명

초대 임시토지조사국 총재에 총독부 정무총감 아마카타 가 겸무, 부총재는 학부차
관 다와라 가 계승하다.

1910.11.4
토지조사 진행 토조 제15호로 토지조사 진행에 관한 건을 각 도에 통첩하다.

1911
대삼각본점측량완료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이 해 봄에 경성부 부근의 대삼각측량을 충경삼각본점망의 일부
로 하여 이를 완료하다.

1911
보정양거척 사용

임시토짙조사국에서 도근측량에 처음으로 보정양거척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는
데 이 보정양거척은 임시토지조사국 기술과장 도요타가 고안한 것이다.

1911.3
지적도 제조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처음으로 지적도의 제조에 착수하였는데 각종 정식 및 지번, 지
목은 수기법에 의하다.



1911.5
도근측량 착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경성시가지 도근측량에 착수하다.

1911.8
특별세부측량 시작

종래 지압조사반에서 현지를 답사하여 개황도를 만들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개황도의
제조는 폐지하고, 세부측량과 동시에 각 필지의 강계 및 소유권을 조사하기로 하여
이 취지에 알맞은 특별세부측량을 경기도 진위군(현 평택군)에 시험적으로 실시하다.
(그 후 약 8개월로써 이를 끝내다)

1911.11
지적장부 제조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처음으로 토지조사부의 제조에 착수하고 1913.1 토지대장 제
조, 1914.1 토지대장 집계부 및 지세명기장의 제조에 각각 처음으로 착수하여 1918.
5월 159,405 책을 제조 완성하다.

1912.3.13
특별소삼각측량실시규정
제정

임시토지조사국 결정(決定) "특별소삼각측량 실시규정"으로 특별소삼각측량 기선의
방위각은 태양 또는 북극성의 자오선통과를 관측하여 직접 결정하도록하다.

1912.3.18
조선부동산등기령 공포

제령 제9호로 "조선부동산등기령" 이 공포 되었는데 이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령
의 효시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등기는 일본 법률
인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도록 하다.

1912.3.22
조서부동산증명령 공포

제령 제15호로 "조선부동산증명령"이 공포되고 그 해 4.1부터 시행하다. 토지건물의
증명 및 전당집행에 관한 종전의 법령을 폐지하고 그에 대체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증명관리는 부윤, 군수로 하고 증명관서에 토지증명부 및 건물증명부를
비치할 것 등을 규정하다.

1912.5.7
견취도 작성 견취도 작성에 관한 건을 시달하다.

1912.8.13
토지조사령 공포

제령 제2호로 조선총독부 데라우치가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세칭 세부
측량에 관한 기본법령이다. 토지조사법을 보장하여 제정한 것으로 토지조사법은 이
법령으로 폐지되다.

1912.10.30
역둔토처분령 공포

칙령 제3호로 "역둔토 특별처분령"이 공포되고 1914.8.10 및 1918.1.23 2회에 걸
쳐 일부 개정되었는데 역둔토의 매불, 대부 등에 있어서의 계약원칙 및 재해지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다.

1912.11
세부측량 병행 일필지조사를 단독으로 하지 않고 세부측량과 함께 하기로하다.

1913.4
지류묘시 폐지 세부측량원도에 등고선 등 지류(地類) 묘시(描示)를 폐지하다.

1913.4
원도별 연속부번

종래는 지번을 지번지역(동리)의 북동우에서 기번하던 것을 이 날부터는 지번지역의
1호원도의 북변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원도에 포용하는 토지를 통한 연속부번을 하
고 다음 원도에 옮길 때에도 되도록 이를 연속시키기로 하였으나 시가지를 형성하는
부분은 가로의 양측을 대향하여 교호부번 하도록 하다

1913.7
압인기 사용

지적도 제조에서 지번, 지목에 수기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압인기를 사용하기 시작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지적에서 압인기를 사용한 효시이다.

1913.10
기선측량 외업완료

임시토지조사국에 함경북도 고건원 기선측량을 끝으로 기선측량 13개소, 길이
39,758m의 외업을 완료하다.

1913.10.5
삼각측량실시규정
도근측량실시규정
세부측도실시규정
세무측도시행요령제정

삼각측량실시규정(훈령 제16호), 도근측량실시규정(훈령 제17호), 세부측도실시규정
(훈령 제18호), 세무측도시행요령(훈령 제19호)을 제정하다.

1914.1.12
일반도측량실시규정 제정

임시토지조사국 훈령 제1호로 "일반도 측량 실시규정"이 제정되어 이것이 우리나라
지형측량에 관한 법령의 효시이다. 이는 전문 339조의 방대한 내용으로서 그 일부
를 1914.11.11 훈령 제36호로 개정한 바 일반도(지형도)는 대삼각점, 소삼각점 및
측지도근점을 기초로 지적도를 축사한 측판상에서 측량할 것 등을 규정하다.

1914.2.5
측지외업처무규정 제정

임시토지조사국 훈령 제2호로 "측지외업어무규정"을 제정하고 1915.9.10까지 6회에 걸
쳐 개정하였다. 여기에는 도근측량과 세부측도의 외업을 집행함에 필요한 측지반의
편성, 측지반장, 검사원, 측량원, 측도원 등의 임무등을 규정하는 한편, 집무시간은
주간은 일출 1시간 후부터 일몰까지, 야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여 사무소 또는
숙박소에는 표기를 세우되 반장 및 검사원은 홍상백하로 하고 기타는 백상홍하로 할
것 등을 규정하다.

1914.3.16
지세령공포

제령 제1호로 "지세령"을 공포하고 1914년 지세부터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세
령의 효시이다. 중요 내용은 지목은 19종(염전, 광천지는 뒤에 생긴 지목임)으로 하
고 지세는 토지의 결수에 결가를 승(乘)하여 정하며, 부군, 도(島)에 토지대장을 비
치하도록 규정하다.

1914.3.24
이동지정리규정 제정

임시토지조사국 훈령 제7호로 "이동지정리규정"을 제정하고 1916.1.4 훈령 제1호로 일
부를 개정하다. 이 규정은 지목변환, 분할 및 소유권이전 등 일체의 이동을 대상으로
하다.

1914.3.24
양홍강계선

이동지정리 규정에 따라 지적도에 분할선 등 신강계선을 양홍(洋紅)으로써 그렸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양홍강계선의 효시가 되다.



1914.4.25
지적도 실시 경성부 관내의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실시하다.

1914.4.25
지적공부시행
토지대장규칙공포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토지대장 규칙"이 제정 공포되고 1928. 12. 29까지 5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토지대장 등록사항, 토지대장 양식, 지적도의 비치, 토
지대장 및 지적도의 열람등본, 분할 후의 지적감소의 허용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
편 토지를 신규등록 또는 분할할 때에는 부윤, 군수, 도사(島司)가 그 지반(地盤)을
측량할 것 등도 아울러 규정하다.

1914.4.25
지적공부 열람제도 창설

위 규칙 제4조에 "토지대장 혹은 지적도를 열람하고 토지대장 등본의 교부를 받고
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부윤군수에게 청구할 것..."이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 지적도의 열람제도가 처음으로 생겼으며 지적도의 발행은
1918. 7. 17 토지대장규칙을 개정할 때 처음 규정한 것이다.

1914.6.30
제도적산실시규정 제정

임시토지조사국 훈령 제25호호 "제도적산실시규정"을 제정하고 1914.10.14, 1915.5.4
일부 개정한 바 지적도의 제조 및 지적산정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여으며, 특히
적산에 있어서는 계적기에 의하거나 삼사법에 의하거나를 막론하고 각회의 측정결과
는 모두 덮어놓아 서로 엿보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목을 끌고 있다.

1914. 10
대삼각본점 외업완료 대삼각본점 400점의 외업을 완료하다.

1914.11
대삼각보조점 측량완료 대삼각보조점측량 2,401점 외업을 완료하다.

1915.5.11
도로 등 삭제 규정

총독부 훈령 제32호로 지세사무취급수속(1914.6.27, 훈령 제34호)를 개정할 때에 "제7
조의 2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지목을 도로, 하천, 구거, 제장, 성첩, 철도선로, 수
도선로로 변환한 때에는 토지대장에서 이를 삭제할 것"이라 규정하였고, 같은 날짜
에 총독부 훈령 제33호로 시가지세사무취급수속(1914.6.27, 훈령 제35호)을 개정할 때
에도 역시 지세사무취급수속과 같은 규정을 둠으로써 토지대장에서 도로 등을 삭제
하는 제도가 생기다.

1915.5.12
토지분할신청제도

총독부령 제51호로 지세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12조의2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
지를 분할할 경우 등에 측량을 요할 때에는 그 측량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이 측량신청제도의 효시이다.

1916.10.20
임야조사 시험

경기도 부천군(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에서 임야시험조사 사업을 시작하다.
(이것이 임야조사의 시작이다.)

1916.10.31
도근측량완료

임시토지조사국에서 경상남도 사천군의 부속도서를 마지막으로 토지조사령에 의한
도근측량을 전부 완료하였는데 총 3,551,606점을 측량하고 종사인원은 연267,922명
이다.

1916.11.20
도근점 성과
세부측량 완료

도근점 3,551,606점을 측량하였고 종사연일 수는 267,922일이다.
경상남도 남해군의 부속도서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토지조사를 위한 세부측량이 전
부 완료되었는데 종사연인원 1,678,676인으로서 총필수 19,101,989필을 측량하다.

1918.5.1
조선임야조사령공포
동령 시행세칙공포

제령 제5호로 조선임야조사령을 공포하다.

1918.11.2정오
토지조사 종료식

근정전 안에서 토지조사 종료식을 거행하다. 스즈키 임시토지조사국장이 토지조사
사업경과보고, 우사미 내무장관이 하세키와 총독의 식사를 대독한 다음 이완용 등의
측사가 있었다. 경희정 연못가에서 기념품, 상품, 토지조사 성과 및 기구전람회를 열
다.

1918.11.4
임시토지조사국관제폐지 임시토지조사국 관제 및 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관제를 폐지하다.

1918.12
축척변경 측량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황해도 겸이포 시가지의 축척변경측량의 일부인 세부측량에 착
수하여 1929.2 그 작업이 완료한 바 이것이 우리나라 축척변경측량의 효시이다.

1920.8.23
임야대장규칙제정

총독부령 제113호로 "임야대장규칙"이 공포되고 1922.7.12, 1923.10.15 및
1930.9.27에 일부 개정되었는데 대부분 토지대장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부.
군.도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비치할 것과 임야의 지적의 증감을 허용하는 것 등
도 아울러 규정하다.

1921.3.18
토지측량규정 제정

총독부훈령 제10호로 "토지측량규정"이 제정되다. 이는 현행 "지적측량규정"의
전신이며 1925.5.5 보조 삼각측량과 삼각측량에 고나한 것을 총공부 훈령 제33호로
개정 보완핟.(특히 총독부령으로 제정되어 공포하지 않고, 총독부 훈령으로 제정하
여 부내적으로만 적용시킨 것이 주목된다.

1922.6.28
지적약도 부여결정

총독부 재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지적약도의 설비정리 및 보관에 관한 건"으로써
지세령 시행규칙 및 시가지세령시행규칙 개편으로 부면(府面)에 주고 장차 그 제작
및 증보는 부면의 부담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과 지적약도는 철저히 보관하고 제
때에 이동정리를 할 것 등을지시하다.

1922.7.1
임야대장규칙시행시속준
칙 통합

총독부 재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세 제49호 "임야대장에 관한 사무의 취급수속 제
정에 관한 건" 으로써 "임야대장규칙시행수속 준칙"을 통첩하고 1923.10.15 세 제44호
로써 그 일부를 개정한 바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였을 경우
는 토지대장의 연월일란에 그 사정연월일,사고란에 사정의 지(旨), 적요란에는 임야대



장의 지번을 주서(朱書)할 것과 부군도에는 임야대장집계부를 비치할 것 등을 규정
하다.

1923.6.25
도면열람, 등사허용 지시

총독부 재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세을 제673호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열람에 관한
건"으로 도로, 수로 또는 철도의 시설 기타 수명의 매축 등에 따르는 토지의 이동
에서 기업자가 측량종사원을 부군에 위탁하였거나 또는 기업자가 측량하는 경우
혹은 도(道) 지정측량자가 일반적인 이동측량을 할 때에는 정부가 자기이익의 취지
하에서 이러한 기업자 등, 도지정측량자 또는 이들 보조종사원 등에게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내첩(內牒)하다.

1925.5.5
보조삼각측량과 삼각측량
규정

총독부 훈령 제33호로 "토지측량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거 보조삼각점의 관
측 및 계산과 삼각측량 관측 및 계산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다.

1927.6.16
토지조사기념비 건립

토지조사기념회 유종회(회장 和田一郞)는 서울 남산 중턱 약수곡 옆에 조선토지조
사기념비를 세웠다. (6월 22일 제막식을 거행하였는데 유아사 정무총감, 가네야 군
사령관, 한창수 이왕직 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1934.4.30
지세, 지적사무 이관 결정

총독부령 제47호로 "조선총독부령 중 국세,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역둔토에 관
한 규정"을 공포하고 5.1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총독
부령 중 국세,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역둔토에 관한 규정으로서 부군도에 관한 것
은 세무감독국장에 관한 규정, 부윤, 군수, 도사에 관한 것은 이를 세무서장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군도에 관장하던 지적사무를 세무서에 이관하기로
하였으며, 한편 총독부 훈령에 관해서도 1934.5.1 훈령 제23호로 같은 취지의 조치를
취하다.

1934.5.1
세무감독국 직세과 사무
분장 규정

총독부 훈령 제20호로 "조선총독부 세무감독국 사무분장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세무
부 직세과에서는 세무서의 직세과가 관장하는 사무의 감독에 관한 사항등을 관장
한다고 규정하다

1934.5.1
세무서 직세과 사무분장
규정

총독부 훈령 제21호로 "조선총독부 세무서 사무분과 규정"이 제정되어 직세과에서
는 부과 감면에 관한 사항,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에 관한 사
항 등을 관장하도록 규정하다.

1934.5.1
지적사무 이관실시

4.28 직령 제111호로 제정된 총독부 세무관서 관제에 따라 세무감독국 및 세무서가
특설되어 지적사무도 각 도 로부터 이 날짜로 세무서에 이관되다.

1935.6.12
임야측량규정 제정

총독부 훈령 제27호로 "임야측량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해방후인 1954.11.12 지
적측량규정이 공포 시행되기까지 그 효력이 있다.

1938.1.24
조선지적협회 설립

1938.1.17 조선총독 미나미의 설립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를 경성지방법
원에 설립등기하고(1.24) 조선총독부 관보에 공고하다. 사무소는 총독부 재무국 내
에 두고 대표는 당연직인 총독부 재무국장 미즈타 나오마사 가 겸임하다. (초대)
1939년 5월부터 지적기술원양성강습소장을 겸하다. (~1949.6.16)

1938.1.25
지적협회 설립에 따른 조
치사항 지시

총독부 재무국장이 각 세무감독국장에게 "재단법인 지적협회 설립 및 광대한 지역
에 걸치는 이동지정리제도 폐지의 건"으로 1938.4.1부터 지적협회가 업무를 개시할 터
이니 세무관서와 협회와는 항상 긴밀한 연계를 유지할 것과, 1923.7.20 세을 제674호
"광대한 지역에 긍(亘)하는 이동지 정리에 관한 건" 및 같은 날짜로 된 세을 제675
호 "지적측량의 지정에 관한 건" 등을 3.31에 폐지한다고 통첩하였는데 이것이 지적
협회에 대한 주무관청의 통첩의 효시이다.

1938.4.1
조선지적협회
업무개시

1938.1.17 설립되고 1.24 등기를 필한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가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적측량의 대행업무가 시작되다.

1939.5.1
지적기술원강습소 창설

조선지적협회는 지적기술원양성강습소를 설치하고 소장은 회장인 미즈타 가 겸무하
다. 교사는 구마타, 가지오카, 노리다케, 엄주만, 실습 이경철 이었고, 제1회 졸업생
은 이경희, 김종선, 박지워느 김종만, 장동규, 박재곤 등 7명이다. (1939.10) (이것이
지적기술연수원의 모체이다)

1939.11.10
조선인 창씨개명 제령 제20호로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이른 바 창씨개명이 시작되다.

1943.3.31
조선지세령 제정

1943.3.31 제령 제6호로 "조선지세령"이 제정 공포되고 4.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로써
종전의 지세령은 폐지되고 지목으로써 염전 및 광천지가 새로 등장하였으며, 지가
대신에 임대가격이 생기는 등 지세제도의 면모를 일신한 것이다. 이는 1945.8.15 해
방후에도 계속 그 효력을 가졌다가 1950.11.30 법률 제155호로써 공포된 "지세법"
의 시행일인 1950.12.1로써 폐지되다. 특히 "조선시세령" 에는 그 부칙으로 "조선부동
산등기령" 중에 있는 용어인 「1필지의 토지」는 「1지번의 토지」로 「분필」은
「분할」로 」「합필」은 「합병」으로 개정되다.

1943.3.31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시행
토지대장 시행규칙 폐지
조선임대대장규칙 시행
임야대장규칙 폐지
지목 염전 및 광천지 탄
생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시행
토지대장 시행규칙 폐지
조선임대대장규칙 시행
임야대장규칙 폐지
지목 염전 및 광천지 탄생

1943.12.1 세무감독국을 폐지하고 그 사무를 도에 이관함에 따라 지적사무도 도의 소관이 되었



지적사무를 도(道)로 이관 으나 세무서는 그대로 두다.
1945.8.15 정오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한
국은 광복되다.

일본천황 히로히토(裕仁)는 태평양전쟁의 종전을 방송하였다.(종전의 '항복'의 우회
적인 표현) 이로써 한국은 35년간의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었다. 역사가들은 해방이
라 하지 않고 '광복'이라고 한다.

조선지적협회 휴면 조선지적협회는 1949년 5월 1일 대한지적협회로 개칭하고 업무를 개시 할 때 까지 2
년 8개월 15일간 휴면상태로 들어가다.

1945.9.7
미 군정 선포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여 군정을 선포하다.

1945.9.29
골든 중령을 재무국장에
임명

미군정장관 아늘드 소장은 골든(C. J. Gordon) 중령을 미즈타의 자리를 이어 재무
국장에 임명하다.

1947.3.29
남조선 과도정부

민정장관 안재홍의 건의로 조선군정장관 러취 소장은 법령 제131호로 정부의 명칭
을 남조선과도정부라고 한다.

1948.8.15
대한민국 정부수립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하지중장은 미군정 폐지를 발표하다.

1949.5.1~1977.7.1
대한지적협회로 개칭, 업
무개시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를 동 대한지적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개시를 하
다.(1949.4.29)
재무부장관의 통첩, 지적협회 업무 재개시에 관한 건을 시달하다.

1949.6.15
지적협회 회장 겸임 재무부 사세국장 안태식은 대한지적협회 회장을 겸임하다(!1953.10.2)

1949.6.21
농지개혁법 제정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
여 비농가 소유농지, 한도초과 농지 등은 국가 귀속 또는 정부가 매수하여 경작자
에게 분배하다.

1950.6.25
6.25동한 발발
지적업무 마비

북한은 오전 4시 예고없이 38선 전역에서 불법 남침하다.
이를 6.25동란이라 한다.
소관청과 대한지적협회는 상당기간 업무가 마미되다.

1950.12.1
최초의 지적법 제정

법률 제165호로 지적법과 같은 날 법률 제155호로 지세법이 제정되다.
법률 제정은 최종태, 이부발이 참여하다. 이것이 최초의 독립된 지적법이다.

1951.4.1
지적법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497호로 지적법시행령을 제정하다. 이것이 최초의 지적법시행령이며 지적
공부 및 부본과 약도비치, 열람 등본, 토지이동신청.신고, 분할측량수수료 기준 등
을 규정하다.

1953.6.12
분배농지측량

농림부는 대한지적협회와 분배 봉지분할 및 신규등록 측량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마
다 경신하였다. 이에 농사한 측량사는 145명이다. 이 업무는 1969년에 완료되다.

1954.11.12
지적측량규정 제정

대통령령 제951호로 지적측량규정을 제정하다. 지적측량규정의 제정으로 토지측량규
정과 임야측량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지적측량을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고
신규측량, 이동측량, 확정측량, 삼각측량, 도근측량, 지적정리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다.

1960.1.1
부동산등기법 제정

법률 제536호로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하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
차권 등 등기사항과 믈적편성주의, 신청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등을 채택하였으며, 토
지대장에 의거 보존등기와 표제부 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1960.12.31
지적측량사규정 제정

국무원령 제176호로 지적측량사규정을 제정하여 지적측량사를 상치. 대행측량사로
구분하고, 세부. 기초. 확정측량과로 부분하여 자격전형을 실시하며 지적측량심의회와
지적측량사징계위원회 등을 운영하도록 하다.

1961.9.18
외국인토지법 제정

법률 제718호로 외국인토지접을 제정하여 자연인, 법인별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였으며, 1967.5.10 소관업무가 국방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다.

1961.12.2
지적업무의 내무부이관
단기를 서기로 변경

법률 제780호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1962년 1월 1일부
터 지적업무는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다.
법률 제775호호 단기연호를 폐지하고 1962년 1월 1일부터 서기기원으로 하다.

1962.5.10
주민등록법 제정 법률제1067호로 주민등록법을 제정하다.

1963.12.12
지방지적기원보에서 동
기적기좌까지 5등급

각령 제1674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제정될 때 지방지적기원보에서 지방지적기
좌까지 5등급을 두다.

1969.5.21
임야의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 제정

법률 제2,111호로 임야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토지 및 임야
대장에 등록된 임야대장을 대상으로 보증인의 보증과 시.군 공고 확인서 발급으로
대장정리 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다.

1975.9.17
토지.임야대장 카드화 계
획수립

부책식 대장을 카드로 작성하여 전산처리체계로 구성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토
지이동. 소유권변경. 소유자 등을 숫자화 및 코드화하여 1978년까지 34,857매의 작성
을 완료하다.

1976.8.31
한국지적학회 창립

한국지적학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원영희, 사무국장에 최용진을 선출, 취임하
다.



1976.9.10
지적인의 노래 작사 이은상(李殷相)이 특별 작사로 지적인의 노래를 작사하다.

1976.11.16
지적측량대행법인 지정 내무부에서는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를 지적윽량 업무 대행법인으로 지정하다.

1977.5.7
지적사무처리지침 제정

내무부예규 제406호로 지적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지적사무처리의 세부적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다.

1977.6.3
내무부 지적과 신설

대통령령 제8586호호 내무부 직제 개정령이 공포되어 지방재정국을 신설하고 재정
과, 세정과, 공기업과, 지적과 및 재정담당관을 두다. 지적과에 지정계, 지적1계, 지적
2계를 두다.

1977.7.1
대한지적공사로 개편 현
판식 거행

대한지적협회는 대한지적공사로 개편하였고 회장은 사장, 전무이사를 부사장, 지부
장을 지사장으로 개칭하다. 사장 김성건은 내무부관계관과 임직원, 연수생이 참석
한 가운데 대한지적공사 현판식을 거행하다.

1977.7.1
양성학원을 기술연수원으
로 개칭

지적측량기술원양성학원을 지적측량기술연수원으로 개칭하고 원장(교육연구이사)에
비상임이사인 이부발 학감이 원장대리로 임영되다(7.4)

1977.12.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측별조치법 제정

법률 제3094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토지와 건물
을 대상으로 보증인의 보증, 시.군 공고, 확인서 발급, 대장정리 및 등기할 수 있도
록 하다.

1978.5.7
제1회 지적의 날 행사

대한지적공사 이용택 사장은 임직원, 내무부, 학계, 유관기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
제 제1회 지적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다. (이날은 지적법 전면개정 시행령 반포 날
짜)

1979.1.22
주민등록번호 등재 및 정
리계획 시달

토지.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정리 할 때는 주민증록표 또는 호적부를 조회하여
정리하거나 소유자의 신고를 받아 정리하도록 2개년 계획(1979~1980)

1979.8.11
지방지적기구 강화

부산직할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등 10개 시.도와 인구가 15만 이상되는 29개 시.구
에 지적과를 신설하다.

1979.11.9
지적전산화 터미널 개통 대전시는 동구청 민원실에서 지적선산화 터미널을 대통하다.

1981.8.10
FIG회원국 가입

FIG 제16차 총회에서 대한지적공사와 대한측량협회는 중공, 케냐, 모르코와 함께 회
원국으로 가입하다.

1983.12.30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법률 제3676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을 제정하고 부동산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다.

1986.9.23
공유토지분할에과한특례
법 제정

대통령령 제11966호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공유자의 1/5이상 또
는 20인 이하의 동의로 분할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관층의 조사, 분할위원회의
심의, 분할개시결정공고, 조사측량, 분할조서 의결, 분할조서 공고, 확정, 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규정하다.

1987.2.1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
여절차에관한규정 제정

대통령령으로 지적전산화에 대비하여 등록번호 부여규정을 제정하고 등록번호는 등
록대장에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내무부, 법무부 공동부령으로 동규정 시행규칙을 제
정하여 성.본관의 고유번호 지정, 국적.국가별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다.

1987.11.25
시.도 지적과 부활 10개 시.도의 지적계가 지적과로 부활되다.

1987.11.25
내무부예규
전문개정

1987.11.25 내무부 예규 전문개정 내무부예규 제595호 지적측량업무처리지침이 내무
부예규 제676호로 전문개정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되다.

1987.12.1
주소등록사무처리지침 제
정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토지로서 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사정.
재결 및 국유지 취득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등록하기 위한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사무처리 지침을 내무부 예규 제679로호 제정하고 1988년1월1일
부터 시행하다.

1988.8.1
지적기술사 합격

권규태, 강석진 교수는 과학기술처장관으로 부터 국토개발기술사(지적) 시험에 합격
하고 11.7 국가기술자격증을 받다.(이들이 한국 최초의 지적기술사이다.)

1989.12.1
55개 시.군.구 지적과 신
설

3개구, 52개군에 지적과를 신설하고 지정계와 지적계를 두다.

1990.3.13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
제정

내무부예규 제712호로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전
산조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운영방법과 절차, 파일구성, 프로그램목록, 통계, 코드
일람표 등을 규정하다.

1990.5.9
서산 A.B지구 공유수면매
립지 신규등록 측량

대한지적공사 충남지사는 현대건설 서산 A.B지구 간척사업소장과 공유수면매립지
측량 계약을 하다. 면적154,089,579.2㎡, 수수료 3,377,336,250원, 종사인원 연 252명이
고, 현장책임자는 직할출장소장 손정건, 동 서석문, 계룡출장소장 임재준, 최인영이
다. 삼각점 27점, 보조삼각점 11점, 도근점 2,119점, 기간 4년.(이는 역사상 가장 큰 지



적측량이다)
1994.11.19
GPS기준점측량작업규정
제정

국립지리원 내규 제1994-66호로 기준점측량작업규정을 제정하다.

1994.12.31
지적재조사실헙사업 측량
완료

내무부 주관하에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측량실험사업은 창원지역 현지 실지측량
작업이 완료되다.

1995.12.15
지적공사 창립일 제정

대한지적공사 임시이사회에서는 공사 창립일을 1월24일 조선지적협회 등기일로 정하
다.

1996.2.13
PBLIS시연회 한국전산원(용인)에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PBLIS)모형 시연회를 열다.

1996.2.15
지적장학회 설립 총회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지적장학회 설립총회가 지적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는
데 이사장에 박경석 사장, 이사에 류병찬 내무부 지적과장 등, 감사에 조성구 전
공사 부사장이 선임되다.

1996.5.6
지적기술경연대회 개최

대한지적공사는 제19회 지적의 날을 기념하여 지적기술경연대회를 열었는데 기술
부문 최우수상은 기장군 지적주사 구병회가, 기능부문 최우수상은 광주 동구출장소
기원 김장규가 받다.

1996.6.12
시.군.구 건축물대장계 신
설

내무부 지적과(과장 류병찬)는 각 시.군에 건축물대장 전담계를 신설하다.

1996.9.5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
신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125개 시, 구의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고 93개
군과 13개 출장소의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 변경하다.

1996.9.10
PBLIS용역계약 체결

대한지적공사 사장 박경석은 지적회관 2층에서 쌍용정보통신 김용서 사장과
PBLIS 개발용역 조인식을 갖다.

1996.11.8
《땅, 그 경계와 이해》
출판

송호룡 경상남도 지적계장은 《땅, 그 경계의 이해와 체험》을 출판하고 기념회를
갖다.

1996.11.22
지적기술연구소 사옥 준
공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연구소 사옥이 용인시 운학동 624-1에 준공되다. 김충규 내
무부 지방행정연수원장, 이웅희 국회의원, 윤병회 용인시장 등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
데 준공식이 거행되다.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1,085평이다.

1998.2
한국지적 100년사 발간

지적제도 창설 이후 100년간의 자료를 집대성하여 한국지적백년사를 발간하여
2000년 5월 7일 지적의 날에 배부키로 하다. 연수원에 자료수집 점담반을 구성 편
집, 집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행하다.(2005년10월19일 발간)

1998.5.9
국가기술자격명칭 변경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기정되었는데 국토개발기술사(지
적)는 지적기술사, 기가1급은 기사, 기사2급은 산업기사, 기능사 1급은 지적기능사
업기사, 지능사2급은 기능사로 되다.

1999.10.16
지적박물관 개관

리진호는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문닫은 양화초등학교에 지적박물관을 개관하다.
이는 한국 최초의 지적박물관이다.

2000.1.1
홈페이지 개통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를 개통하다.

2003.11.27
ISO9001인증

대한지적공사는 ISO9001인증을 획득하고 12월 4일 지적회관 회의실에서 한국생산성
본부 임종근 원장이 김재영 사장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획득 유공자인 이상
종, 신지성에게 공로패을 주다.

GPS지적측량규정 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128호로 GPS지적측량규정을 제정하다.

2004.1.1
대한지적공사 설립 대한지적공사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1월 2일 현판식을 갖다.

2004.1.20
지적공사 직제규정 개정

대한지적공사는 직제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사업이사, 관리이사, 지적기술연수원장, 각
시.도에 본부장, 시.군.구에 지사장을 둔다. 다만 이사는 2004.7.1부터 시행한다.

2004.8.30
공민배 지적공사 사장 임
명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민배(孔民培) 전 창원시장을 대한지적공사 사장으로임명하다.

2004.11.1
양근우 행정자치부 지적
과장 임명

행정자치부 지적과 시설서기관 양근우를 지적과장으로 임명하다.

2005.3.24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행정자치부 조직을 5본부, 8관, 1단, 1아카데미, 48팀으로 개편하여 종전의 지적과는
지방지원본부 적적팀으로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