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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형태 사회기반시설물의 지형도면 고시 개선방안

문정균*ㆍ권헌영**ㆍ조형식***ㆍ손홍규****

Moon, Jung Kyun*, Kwon, Hun Yeong**, Cho, Hyoung Sig***, Sohn, Hong Gyoo****

Improvement of Public Announcement of Topographical Drawing 

for Linear-Type Infrastructure

ABSTRACT

Linear form of public works such as roads, railways and rivers, generally used as long work crossing administrative districts, can be 

several hundreds km length and narrow. These linear forms use SCM sheets, which do not include the quadrangle shape, to make a 

public announcement of topographical drawing in order to get the work approval. the Integrated measurement·channel investigation 

and cadastral act that are established in 2009 apply the ITRF for the composition of design and construction books and coordinates of 

topographical map in order to get the work approval. However according to the article 5 of additional clause, while the cadastre is 

maintaining local coordinates, if there is a technical error in the content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opographical Drawing that 

used the SCM, the question of responsibility of land borders and the efficacy or not of the announcement is raised as an administrative 

measure. After analysing the causes and enforcing coordinate conversion and correction taking into account linear form work's 

features, the result was reflected in the existing SCM. As a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proposes the improvement of the procedures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opographical Drawing.

Key words : ITRF, SCM, CIF, Public Announcement of Topographical Drawing, FARLU

초 록

도로, 철도, 하천 등 선형형태 사회기반시설물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가로지르고, 길이는 수 ㎞에서 수백 km 이상이며 폭이 좁고 길

이가 긴 사업들로 사업승인을 위한 지형도면고시 작성을 위해 낱장 도곽 형태가 아닌 연속지적도를 사용한다. 2009년에 제정된 통합법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은 사업승인을 위한 설계 및 시공도서 작성과 지형도의 좌표계를 세계측지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지적은 지역좌표계를 유지하고 있어 연속지적도를 이용한 지형도면고시 내용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서 고시의 효력 여부, 그리고 토지경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선형형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좌

표변환 및 보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존에 구축된 연속지적도에 반영, 지형도면고시 절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검색어 : 세계측지계, 연속지적도, 지적전산자료, 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Surveying and Geo-Spatial Inform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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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부는 2009년6월9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이

하“법률”이라한다.) 공포와 함께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역측지

계(구, 베셀좌표계)와 병행 사용했던 국가좌표체계를 세계측지계 

단일 좌표계로 전면 전환하였다. 이러한 기준의 변화는 단순히 

측지계의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경계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문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장은 

단순히 토목, 건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논의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속지적도는 지적전산자료로서 종이지적도 및 임야도

를 전산화하여 축척과 도곽별로 구축된 개별지적도면을 기초로 

연속적으로 접합시킨 전산도면을 말한다(Hong, 2011). 지형도면

고시(Public Announcement of Topographical Drawing)는 지적

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지역·지

구 등의 결정사항을 개별필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

되며, 이를 고시함으로써 지역·지구 등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다(Jang, et al., 2010).

Song (2011)은 고시라는 이름으로 많은 행정규칙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법적 성질이 법규 명령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 한 법령에서 직접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도

록 제안하였고, Cho (2001)는 각국의 등기제도와 공신력의 인정여

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공신력의 문제점 

및 통합방안을 연구하였다. Lee et al. (2009)은 이원화된 공시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동산의 사실적 현황과 지적공부와의 불일치 

문제,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부 내용과의 불일치 토지의 공적규제

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서, 입법자

는 토지규제의 완화, 수용신청권의 부여, 매수청구권이나,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구제와 보상가능 방법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Jang et al. (2010)은 도로 · 접도구역에서의 지형도면 고시 오류 

실태를 조사 · 분석하여 지적정보 기반으로 도로 · 접도구역에서의 

지형도면 고시의 정확도 향상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Gwak 

and Koh (2009)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경계를 각과 거리

를 이용하는 방법, 도해지역에서는 기지점 및 지상 경계점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세계측지좌표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Moon et al. (2007)은 남북축으로 계획된 고속철도 노선의 선형 

중심축을 철도기준점을 이용한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방법을 제

안 하였다. Huh et al. (2009)은 지형도와 지적도 상의 가구계는 

도로에 의하여 둘러싸인 공간으로 정의되며 도로의 표현에 대한 

정의 및 일반화에 따라 표현 또는 생략되는 가구계 폴리곤 병합을 

반복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구계를 가상의 단일 개체로 구성하

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직접적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도시계획도면 고시와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지구단위의 협소한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구를 

지적하였지만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선형형태의 사회기반시설

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형태 사회기반시설물사업을 중심으로 지적전산

자료 중 하나인 연속지적도(SCM, seamless cadastral maps)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계 불일치에 대한 원인을 파악 하고 

정확도 및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형도면고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

선형형태 사회기반시설물사업에서 사업승인을 위한 용지조사, 

도서작성, 그리고 토지이용규제법에서 규율한 지형도면고시를 위

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이하 

KLIS)을 이용한다. 즉 사업시행자는 KLIS를 이용하여 설계·시공에 

반영하고 있다. KLIS은 과거 토지종합전산망(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과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의 통합 형태이다

(Hong, et al., 2007). 이러한 KLIS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필요지

역에 대하여 도곽별로 지적도를 이어 붙인 것 을 연속지적도라고 

한다. KLIS은 과거 토지종합정보망 구축당시 소유권경계(지적선)

를 보정하지 않고 구축되었기 때문에 과거 ｢토지종합정보망 도면데

이터 베이스구축지침｣에서 측량(지적, 토목, 설계측량 등을 포함)에

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확성과 정확도(오차) 한계가 없거나 낮은 사업에 KLI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설계․시공에서 편리함, 신속성, 경제성 

등 이유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2.2 측량 과 지적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선형형태 사회기반시설물은 종·횡방향의 

제한된 선형설계와 시공을 수행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택지 등 여타 정형화된 토지위에 시행되는 공공사

업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속적으로 

연접하여 행정구역을 관통하는 사업의 편입면적 결정과 정확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공공사업의 설계도서는 세계측지

계로 제작되어 있으나 편입 토지에 사용되는 좌표계는 지적좌표계

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기반의 연속지적도를 설계 및 

시공도서와 일치할 수 있도록 좌표변환 과정이 필요하다. 변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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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rol Point System of the Dualization

Table 1. Number of Relevant Act and Subordinate Statute in 
Republic Korea

Division
Competent 

ministries

 Relevant Act 

(N)

Zoning and  

District (N)

individual laws 11 93 234

Enforcement 

ordinance
3 3 46

Departmental 

ordinances
2 2 2

Municipal 

ordinances

16 cities & 

provinces 
23 36

total 121 318

위해선 지적의 특성상 각 지역별 변환계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지고 있

다.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지적공사는 행정구역 

단위별로 변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아직 

결정·고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좌표체계가 이원화 

된 이유는 측량과 지적의 이원화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Fig. 1은 기준점 체계 이원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온 측량, 

수로, 지적 관련 법령이 현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측량에 

관한법률｣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별적 법률로 운영되어온 

법률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법률에서는 좌표계 사이에서 불일치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세계측지계 전면시행에 따른 

기준체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둘째, 직교좌표계에서 투영원점

의 가산수치가 서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위 두 가지 

예는 경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3 세계측지계와 측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현재의 지적제도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정책에 따

라 토지수탈 및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1910∼

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년)을 통해 작성된 토지·임

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근간으로 현재까지 유지 및 사용되고 있다. 

임야 및 간주지적적도의 축척은 1:6000, 1:3000, 농촌 및 도시지역

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등의 축척변화에 따른 

경계오차만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이르고 있다.

법률 통합으로 세계측지계 전면시행에도 불구하고 토지, 지적과 

관련 하여 토지위에서 설계 및 시공되는 공작물은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관계로 구 지적기준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하였다.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지형도면고시 및 행정절차

3.1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지형도면 고시

정부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 지구 등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줄이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6년 

토지이용규제기본법(FARLU,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을 제정하였다(Lee, 2010).

여기에는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의 3가지 기본이념이 있다. 

첫째, 단순화란 지역 ․ 지구 등의 현황 이외의 새로운 신설을 원칙적

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지구 등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한다. 

둘째, 투명화란 개별 법률로서 지역․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일부 

개별 법률에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주민의견청

취절차를 의무화하여 모든 개별 법률에 적용하도록 한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산화란 모든 국민이 손쉽게 토지이용규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Table 1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적용하는 지역․지구 지정관련 

개별 법령 수와 현황을 나타낸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 토지

이용, 통일성,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절차에 따라 “지형도

면(Topographical Drawing)”을 제작하고 “지형도면고시(Public 

Announcement of Topographical Drawing)”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게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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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Zoning & District

�

Announcement & Display

�

Progress by individual law

�

Topographical Drawing Production

�

Topographical Drawing confirmed

�

Notification

�

Register on LURIS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

Public Announcement of Topographical Drawing 

Fig. 2. Public Announcement of Topographical Drawing Procedure Fig. 3. SCM and the Cadastral Map

3.2 지형도면고시 방법 및 절차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은 ｢지역·

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측량에 관한 세부 규정은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측량에 

관한법률｣과 지적측량시행규칙 그리고 공공측량작업규정을 준용

하고 있다.

Fig. 2는 지형도면고시 절차 순서를 나타낸다. “지형도면(To- 

pographical Drawing)”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Topographic 

maps)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법률적 주제도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지형도면 제작 시 실제경계와 지적경계 불일치가 필연

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분할시 경정을 

통해 재고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고시는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3 실효 및 행정처분

실효(Lapse)란 하자가 없더라도 행정행위에 의해 성립된 행정행

위의 효력이 시간이 지나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은 지역 ․ 지구 지정 이후 유예기간(2년) 내로 고시가 없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개별 법률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121개개별 법률에 의한 318개의 지역 ․ 지구 등의 지형도면 

제작과 고시에 대해 규율 및 적용하고 있어 중요성과 심각성이 

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하면 고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면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거나 

그 내용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지정에 대해 취소(nullity) 

또는 무효(repeal)와 같은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

대법원은 개별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역 ․ 지구의 지형도면고시

(구, 지적고시)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형도면에서 토지의 지번이나 

면적 등이 누락되거나 경미한 오류 등 변경사항은 지정의 효력의 

무효로 보기는 어려우나 특정 토지가 소유권경계와 다르게 지형도

면고시선 내외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승인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3.2.9. 선고 92누5607,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4. 지형도면 고시 개선

4.1 현황 및 문제점

지적 분야에서 토지는 크게 수치지역과 도해지역으로 구분한다. 

도해지역은 전 국토의 95%이상 해당하는 지역으로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관리된다. 도해지역은 결정좌표(X, Y)를 지정할 수 없으

며 일반적으로 종전 기지선(점)을 기준으로 지적경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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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M and the Cadastral Maps; Site & Road

Fig. 5. The Case of Private Land Occupied by the Stone 
Embankment: the River in Geumjeong-gu, Busan 

이와 관련 지적전산자료(CIF)를 파일형태로 제공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Hong, et al., 2007). Fig. 3은 실제 소관청(행정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해지역의 지적전산자료이다.

지적전산자료는 낱장 도곽을 보정 없이 접합한 연속지적도와 

도곽별 실제 지적공부상 소유권 경계선이 표시된 이중선 형태의 

지적전산자료(CIF)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이하 지적전산자료

(CIF)를 지적전산자료(연속지적도)와 구분하기 위해 “원도지적전

산자료”라고 한다.

현행 법률(제76조)에서는 위 두 가지의 형태의 전산자료를 모두 

지적전산자료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법률 76조에 의하면 대규모 

SOC 사업 등 공공사업의 경우라도 원도지적전산자료를 요청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한다. 따라서 통합지적전산자료를 소유자가 아닌 공공사업

시행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이 설계 및 시공 등에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적측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란 

이유에서이다. 현행 법률 제24조, 시행령 18조 등 에서 전 국토의 

95% 이상인 도해지역은 대한지적공사 외에 공공사업시행자 및 

민간은 도해지역에서 지적측량을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도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Fig. 4는 해안지역의 공유수면을 매립한 수치지역이다. 이 지역

의 경우 도해지역이 아닌 신규로 등록된 수치지역으로 지적전산자

료인 연속지적도와 원도지적전산자료를 비교한 결과 1.4m 차이가 

발생하였다. 연속지적도는 지적전산자료이나 토지위에 개략적 경

계의 표시일 뿐, 정확한 경계를 반영할 수 없음을 수치지역인 신규등

록지역에서 조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형도면고시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연속지적도의 심각성을 예측 할 수 있다.

선형형태 공공사업 중 하천의 경우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

2급 하천으로 분류한다.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지형의 상황, 홍수흔

적 및 기초자료를 근거로 최대유량 등을 산정하고 공학적 수리계산

을 통해 하천구역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Fig. 5는 하천구역 결정 고시에서 실제 지적경계선과 지형도면고시

선(연속지적도) 불일치 사례로 행정처분 효력 다툼이 있었던 사례이

다. 그림과 같이 하천구역선(지형도면고시선, 연속지적도선)이 사

유지 경계선 내로 침범하여 결정된 것이다. 

도해지역에서 실제 지적경계선을 나타내는 원도지적전산자료와 

연속지적도 차이로 단순 오류를 범했을 때는 지형도면 재고시를 

통해 이를 해결하지만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는 사업이 취소, 무효, 

실효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물론 사업시행자 및 관할 소관청은 

공부상 면적 또는 허용공차 이내일 경우 사업범위 내에서 조정하지

만, 이를 초과할 경우 재설계, 재시공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원도지적전산자료와 차이가 많은 연속지적도는 지형도면고시 자체

의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설계도서, 사업승인, 

지형도면고시 등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정확한 연속지적도 

제작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2030)이 

완료되면 원도지적전산자료와 연속지적도의 경계차이가 없어 지형

도면고시 오류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4.2 지적전산자료 공개 및 지적현황측량 개방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형도면고시의 오류는 계

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선을 위한 시행방안 중 하나는 원도지적

전산자료 공개다. Jang et al. (2010)은 지적정보와 GIS를 이용한 

지형도면 제작을 통한 지형도면 고시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지

만 관계법률 제76조의해 원도지적전산자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측량 목적 외에는 사실상 공개를 제한하

고 있다. 그래서 공공사업시행자들은 자료접근이 용이한 지적전산

자료 중 하나인 연속지적도를 사용함으로서 지형도면고시 오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수행자 독점의 문제다. 도해지역에서 

지적전산자료의 공개 및 사용은 지적측량을 목적으로 했을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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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ordinate Conversion Coefficient Calculation and Coordinate Transformation

가능하다. 그런데 전국토의 95%이상인 도해지역의 지적측량 수행

자는 현행법상 대한지적공사 외에는 수행할 수 없다. 즉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유권경계선 대비 노선계획의 검토, 토지(용지)매

수 경계의 적정성,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정확한 지적전산자료 사용, 

행정구역별 공공사업으로 인한 필지통계 등 모든 사업은 그 목적과 

필요성에 관계없이 지적측량이 아니란 이유로 원도지적전산자료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 

따라서 법 제2조 지적측량의 정의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도해지역의 경우 공부정리(등기)를 수반하지 않는 지적현황측량은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 또는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적현황측량은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이 자유롭게 허락되는 지적측량 종목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원도지적전산자료를 이용,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지적경계선을 확인하여 부실에 따른 위험관리 및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및 공공기관에게 개방하고, 지적

산자료의 이용도 공공사업의 경우 지적현황측량의 개방과 관계없

이 공개되어야 한다.

4.3 부등각사상변환 및 러버쉬팅 을 이용한 지형도면 고

시절차 개선

기술적 대안으로는 선형형태 사회기반시설물의 경우 공통점

(Common point)을 설치하지 않고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여 좌표

변환계수산출(ITRF↔지적좌표)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건설용지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조사 및 평면 실시설계를 

한다. 이때 2차원(Dwg, Shp) 도면을 작성하고 선형과 경계를 

추출하여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심선형 및 경계말뚝 

설치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계 또는 시공측량과 분할측량(가

분할 포함)을 동일지점에서 연속측량(동시)을 실시하여 변환계수

를 추출 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사업공기 단축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기준(ITRF↔지적좌표) 좌표를 추출하여 부등

각사상변환을 통해 좌표변환계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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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1)은 부등각사상변환 기본 식을 나타냈으며, 여기서 



 


 


 


 


 


는 부등각 사상변환 매개변수, 는 변환 

전 좌표,  는 변환 후 좌표를 나타내며, 매개변수 계산을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기준점을 통한 최소제곱법을 적용하여 Fig. 6 

과 같이 변환계수를 이용한 변환을 실시한다. 좌표변환은 선형형태

의 각 공구별 특성, 설계 및 시공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위 방법으로 정합되지 않는 지역은 러버쉬팅(Rubber sheeting)을 

이용하여 접합 및 일치시키고,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최종 보완하여 연속지적도를 개선한다면 실제소유권 경계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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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pply to Rubber Sheeting with 2D Affine Transformation

Fig 8. Apply to Rubber Sheeting with 2D Affine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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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연속지적도를 Fig. 7과 같이 사업승인자료 및 지형도면고

시 자료로 사용한다면 지형도면고시 오차는 더욱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순서는 Fig. 8과 같다.

지적측량은 2차원으로 높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지적측

량원점은 대한제국때 설치한 구소삼각원점 11개, 일제강점기때 

구축된 특별소삼각원점 19개의 원점이 설치시기, 방법, 행정구역 

및 도곽별로 통일성 없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단일 좌표변환은 불가능하며 행정구역 및 도곽별로 나누어 부등각 

사상변환과 러버쉬팅(Rubber sheeting)을 이용한 좌표변환을 실시

해야 변환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형형태 사회기반시설물에서의 지형도면고시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지형도면 고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 

해결방안은 별도로 논의하고 우선 공공사업을 위한 단기적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형형태의 사회기반시설물을 건설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이용한 지형도면 고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업관계자는 원도지적전산자료의 정보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부정확한 연속지적도를 활용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공공사업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원도지적전산자료 공개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경계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 대안으로는 연속지적도 개선을 위해 설계, 시공 도서를 

이용한 공통점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현장에 복원하여 지적측량수

행자와 함께 동시측량 후, 좌표변환계수를 산출하고, 지역별로 

부등각사상변환과 러버쉬팅을 이용하여 연속지적도의 오차를 줄이

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해지역의 수치화를 위한 국가지적재조사, 또는 지적확정측량

에 의해 수치화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지원이 무엇보

다 시급하며 새로운 지적공부 및 토지이용정보체계가 구축될 때 

지형도면고시오류가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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