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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용지경계의 불부합은 공사 장의 용지 보상 때마다 발생되는 커다란 문제 으로 두 고 있으

며 이로 인한 공사비증액, 재설계, 공사지연등 많은 국가  산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번 연구에서는 “ 명시 로 3-15호선 외 2개도로 개설공사”에 하여 용지 불부합에 하여 그 원인

을 분석 하 다. 그 결과 연속지 도와 지형의 불일치로 인하여 공사용지보상선이 3m-4m 좌측으로 

편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추가 용지보상과 재설계가 불가피 하게 되었다. 향후 연

속지 도의 좌표체계의 정확도 개선  수정 그리고 지형･지 도의 일치하는 작업이 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용지경계, 용지불부합, 연속지 도

1. 서 론

용지보상은 사업구역에 하여 실시설계를 통하여 공사구역이 결정되면 용지도  편입 

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용지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번 연구에서는  

용지경계의 불부합으로 인하여 민원이 공사 장을 심으로 설계에 사용한 연속지 도와 

장 기  그리고 특별 소삼각지역(지 의 독립좌표지역)에서의 지 도와 지형 황도의 

첩 계를 집 으로 분석하 다. 

2. 측량 기 의 검토

2.1 장 CP  비교

기존 설계 시 사용한 삼각  306, 415, 406의 3.4등 삼각 을 이용 GPS(STATIC-GPS)

측량으로 설계 시 설치한 CP  31, 28의 성과를 시공측량 시 확인한 결과 약 9cm 차이가 

발생 되었으나 이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의 허용오차 이내인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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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설계측량① 확인측량② 차이(②-①)

비 고
X(m) Y(m) X(m) Y(m) X(m) Y(m)

CP 28 439081.712 187011.606 439081.62 187011.566 -0.092 -0.040 　

CP 31 438960.377 187340.453 438960.278 187340.439 -0.099 -0.014 　

[표 1]  CP  성과비교표

2.2 심선형의 비교 

공사 착공  확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심선 측량을 실시한 결과, 당  설계 심선

과는 시 부에서는 약 3-9cm, 종 부에서는 약 2-5cm 차이가 발생되었다. 이는 CP 의 편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되며 지형과 지 도의 편차와는 문제 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3. 공사 용지도 검토

3.1 지형좌표(TM)와 지 좌표의 일치화 

공사 설계 시 지 도와 지형 황도를 첩하고 설계의 용지 계획선을 삽입하여 최종 

용지조서 작성  용지분할을 계기 에 의뢰하게 되는 그 과정은 다음의 흐름도와 같다.

[그림 1]  용지조서 작성 흐름도

공사 시 사용되고 있는 T.M( 부좌표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된 지도 등) 좌표와 지

좌표를 일치화하기 해서 좌표일원화 작업이 필요하며 변환방법은 지형에 의한 방법과 

변환계수에 의한 방법이 있다. 지형에 의한 방법은 실측된 지형측량도의 논, 밭, 건물 등의 

치와 지  산화 도면의 , 답, 지 등을 비교하여 인 으로 합치하는 방법이다. 

변환계수에 의한 방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  삼각  좌표계는 계양, 고 , 가리, 등

경, 조본, 등 13개의 지  독립좌표가 있으며, 그 지역은 서울, 경기, 구, 부산 일원에 속한

다. 본 연구에서는 가리원 (X=0, Y=0 가리산 삼각 )을 기 하여 독립좌표로 계산하 다.

가리원 을 부(T.M)원 으로 변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고, 가리원 은 부(T.M)좌

표의 자오선축에서 시계방향으로 +0°-01‘-47“ 기울어져 있다.

E =  1.00002084X + 0.00139157Y - 1184.35

 N = -0.00139157X + 1.00002084Y - 63788.16

단, E, N = 구하는 부좌표, X, Y = 가리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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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용지도  조서 작성

산화된 지 도와 평면선형  횡단면도상에서 결정한 용지 폭을 첩하여 용지선을 

결정, 좌표화하여 용지도를 작성한다. 결정된 용지도에서 수용할 보상구역의 편입면 을 산

출하여 용지조서(사유지. 국유지별, 소유자별, 지번별, 지목별, 행정구역별)를 작성하게 된다.

3.3 용지경계  용지분할 측량

결정된 용지도에서 변곡 에 일련번호를 부여 용지경계  좌표를 산출하고 기 설치된 

기 (CP )을 이용하여 Setting-out 측설 방법으로 장 내 용지경계말목을 설치한다. 용

지도  장 내 설치된 용지경계말목을 참고로 하여 한지 공사에서 분할측량을 실시하

게 되는데 이때 좌표계는 지 좌표로 실시하여 최종 분할된 지 도를 결정한다.

4. 자료처리  결과 분석

4.1 설계용지도와 분할 후 용지도의 불일치

설계용지  횡단면도를 기 으로 장 내 공사 폭 선을 설치한 결과 설계용지선과 분

할 후 용지선(지 공사 경계측량)이 상이하게 불일치되는 경우가 발생하 고, 검토결과 약 

3-4m가 도로진행방향의 좌측으로 편측이 발생되었다.

[그림 2]  연속지 도에 의한 설계용지선과 용지분할 후, 공사계획선의 차이

4.2 설계용지도(연속지 도)와 분할 후 지 도의 불일치

연속지 도를 사용하여 작성한 설계지 도와 할구청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 도(독립좌

표계: 가리원 )를 변환계수에 의하여 첩하여 비교한 결과 약4.19m 편측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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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속지 도에 의한 설계용지선과 지  분할 후 용지선의 차이

4.3 지형과 지 의 첩 불일치

공사 설계 시 지형도와 지 도(연속지 도)를 첩한 후 도로 심 선형을 삽입하고 횡

단면도상의 용지폭을 산정, 설계 용지도  편입된 용지조서를 확인할 결과 설계 지 선과 

분할지 선이 약3-4m 좌측으로 편측 되었다. 한 지형 황도와 비교한 결과 5.18m 좌측으

로 편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설계 지형 황도와 지 도(연속지 도)의 차이

4.4 시공횡단면도와 용지폭 선의 비교

지형도(계획 평면도)와 연속지 도를 첩하는 과정에서 지 좌표의 변환 오차로 한쪽으

로 편측이 발생하 고, 한 용지경계측량(지 말목)을 통하여 장 내 경계말목을 설치할 

때, 지장물 때문에 용지경계말목 설치과정이 락되어 시행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설계 횡단면도의 공사 폭과 분할 후 용지선을 비교한 결과 반 으로 한쪽으로 편측되

어 있으며 그 편차는 약 1.0m - 5.0m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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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시공선① 설계용지선② 분할후용지선③ 차이(③-①)

비고 거 리(m) 거 리(m) 거 리(m) 거 리(m)

좌 우 좌 우 좌 우 좌 우

1+620 18.82 22.24 19.37 22.65 17.72 24.49 -1.10 2.25 　

2+000 17.91 18.45 17.50 18.47 15.84 20.01 -2.07 1.56 　

2+080 15.63 14.32 19.22 15.36 17.08 19.73 1.45 5.41 민원구간

2+400 30.70 36.74 30.70 36.74 28.47 40.82 -2.23 4.08 

2+500 25.39 35.20 25.39 35.20 23.90 34.99 -1.49 -0.21 우측부체도로#2

2+520 32.77 37.08 32.77 37.08 30.63 37.19 -2.14 0.11 

2+800 23.00 23.76 24.87 25.51 28.87 22.54 5.87 -1.22 　

3+000 21.24 21.80 23.03 23.83 28.35 18.36 7.11 -3.44 　

3+200 22.32 16.44 24.21 18.45 28.62 17.16 6.30 0.72 

3+320 24.92 16.42 27.23 18.38 30.94 17.15 6.02 0.73 

[표 2] 시공선(횡단면도)과 분할 후 용지선의 비교

5. 결 론

본 연구에서 지 도와 지형도의 성과물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첫째, 지형도와 지 도를 첩하는 과정에서 가리원 (특별 소삼각지역: 지 좌표 독립좌

표계)을 부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연속지 도를 그 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오

차로 한쪽으로 3m-4m 편측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설계 횡단면도의 공사 폭과 분할 후 용지선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쪽으로 편측되어 

있으므로 용지의 추가 매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커다란 국가 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셋째, 노선 선형을 2-6m 이동하여 재설계를 하든지, 용지경계측량 성과( 장 말목)를 기

으로 지  분할측량을 추가로 실시하여 보상 용지조서를 재작성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연속지 도를 사용함에 있어 실제 지 도와 연속지 도의 좌표차이로(강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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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지 의 불부합으로 모든 공사 장에서 민원이 크게 발생되고 있어 연속지 도의 사용

방법의 홍보와 연속지 도의 정확도 개선  수정이 시 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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