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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optimizing railroad designs, setting up shape and specifications of facilities 

harmonized and coincide with local topography based on absolute location information, 

correct construction quantity’s output and proper land’s security etc are key matters, 

and also clear and advanced surveying standards and technical provision shall become 

priority so as to satisfy them.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and researched on surveying standards and technical 

provision’s status in current railroad design’s cases, and then attempts to suggest 

establishment of design surveying standard, procedures, and methods together with its 

practical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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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철도설계의 최적화에는 절대성의 위치정보 기반위에 현지 지형에 조화·일치되는 시설물의 형태 

및 규격 설정, 정확한 공사 수량 산출, 적정용지 확보 등이 핵심 사항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명확하고 고도화된 측량기준과 기술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 철도설계 사례에서의 측량기준 및 기술제공 현황을 분석·연구하여 이를 토대

로 시대가 요구하는 고도화, 디지털화, 표준화 그리고 논리성과 적법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설계측

량의 기준, 절차, 방법 확립과 그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위치정보기반, 측량기준, 디지털화, 표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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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철도의 발전은 급속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가 속도 향상의 경쟁시대로 접어들

고 있다. 또한 철도건설에 있어서 철도선형의 고도화는 속도향상 핵심요소중 하나이다. 고도화된 

철도선형 확보는 절대성 위치정확도 확보가 가능한 현대의 첨단 측량장비와 시스템화된 기술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설계를 위한 측량현실은 다수가 고속화 이전의 

일반철도 시대에 수행해 왔던 관행적인 절차와 방법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측량성과품이 증명하듯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철도건설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측량을 

위해서는 첨단장비와 다양한 기술과 방법 그리고 종합적으로 실시간 네트워크로 형성된 원스톱시

스템의 3차원화에 실용 접근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관계자들의 인식변환과 

제도적인 확립이 구현되지 못하고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설계자와 

측량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와 같은 기술⋅기준변화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주어진 여건과 비

용의 한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관행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항변을 하고 있지만 설계성과

물이 철도건설에서 요구하는 정확도와 허용오차를 상회 할 경우 건설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시

에 나타나는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철도설계에 지원되는 측량데이터들은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시각성이 일체된 철도건설공사가 

되도록 정확한 위치기준 확립, 적정 용지확보, 건설공사의 공종별 인터페이스 신뢰성 등을 제공하

는 핵심요소로서 이들은 요구정확도에서 철도구조물 건설에 부합하는 기준과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상용화하고 정착하기 위하여는 측량분야의 합리적 예산정책과 시행사의 감

리⋅감독 절차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2. 연구배경

철도설계를 위한 측량에 있어서 현시대에 부합되는 기준과 기술수준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과거 

관행대로 이어온 답습은 연계되는 건설공사에서 절대성의 일관된 기준이 제공되지 못하고, 수량산

출의 부정확, 용지경계확보와 시설물위치결정에 오차 발생과 인터페이스 불량과 같은 문제점을 유

발하게되어 결국 건설공사 부실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는 2개지역(가칭 A, B지구)을 

선정하여 설계시의 측량데이터와 착공 전 및 건설공사 과정의 측량데이터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설계와 연계되는 건설공사에서의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을 분석⋅연구하여 향후 철도건설공사에

서 그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수정⋅보완하였으며, 기존의 설계기준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방법들이 제시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철도설계기반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측량의 절차와 방법 연구를 위해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건

설공사중인 구간 2개지역에 대하여 각기 공구별로 설계시 측량⋅결정된 철도기준점, 지형현황도, 

중심선, 종⋅횡단면, 주변시설물위치, 용지경계점, 수량산출데이터 등을 착공전 또는 건설공사중 

철도건설지침에 의거 현장에서 측량된 데이터와 비교한 후 그 교차값들의 발생원인을 확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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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설계시 측량데이터의 오차가 건설공사와 향후 준공된 시설물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문

제점을 추정⋅도출하고 이들에 대한 적정 해결방안과 함께 설계측량의 고도화를 제도적으로 상용

화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측량은 그 대상이 요구하는 정확도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결정된다. 이때 절차는 측량작업을 수

행하기 위한 기준 및 시방의 관계규정 확립과 감리⋅감독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방법은 절차

에 따라 데이터를 취득하는 경로라고 정의할 수 있다.

4. 설계측량과 건설공사시 확인측량 결과값 비교⋅분석

설계를 위한 건설공사 측량시 가장 선행 작업되는 기준점의 설치 및 측량이 고도화 되지 못하면 

각기 기준점들 간에 나타나는 과대한 오차의 발생과 이들의 불균형 분포 등으로 인하여 공구간 및 

터널 굴착시 인터페이스 불량, 시설물 위치 결정의 정확도 저하, 궤도에서 임의선형 발생과 같은 

현상이 이어지며, 이들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기준점측량과 지형도제작 

작업은 공공측량성과심사 절차에 따르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설계측량의 경우 동 법에 

근거하여 공공측량작업계획서 승인(국토지리정보원)과 성과심사 수탁기관인 대한측량협회의 성과

심사절차는 따랐으나, 기준점 설치의 표준화와 견고성, 건설공사의 속성상 전체 공구를 단일 

network으로 연결하여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적용되지 않아 그 성과의 실용성은 

동법이 추구하는 대상 측량의 정확도 확보 목적과는 괴리가 있으며, 이는 성과 고도화가 전제된 

방법으로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가 미비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철도기준점의 설치 및 측량 위치와 결정

철도기준점은 정확한 설계수량을 산출하고 건설공사시에 모든 위치기준을 제공하는 핵심작

업임을 감안하여 표준화된 측량표지(콘크리트, 화강석, 금속표지)를 향후 건설공사 효율성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전체공구에 설치된 기준점들을 단일 network로 하는 측량을 수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과정에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불가능하고 변위⋅변형이 우려

되는 도로 바닥면, 아스팔트면 등에 페인트 또는 콘크리트 못 등으로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측량결과데이터들도 건설공사시 요구되는 정확도에 못미치는 방법으로, 이 또한 각기 공구별로 

별도 수행되어 각기 공구간 오차분포도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확인은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A지역에서 철도기준점을 견고하게 전면 재설치하고 주변의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수준점의 국가기준점과 철도기준점 단일 network로 연결하는 측량 결과좌표로 수정․
보완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4-1, 4-2, 4-3은 각기 공구에서 설계당시 좌표가 결정된 기준점 들의 위치변동량 성분

(∆∆∆)을 분석한 결과이며, 당시 측량한 결과값들이 불규칙한 오차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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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단면도 및 용지경계측량지점은 건설공사 준공시 향후 철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현황도 

및 배치도 작성에 철도기준점 성과와 함께 위치정보 기반데이터로 활용된다. 설계시 정확하고 

고도화된 측량데이터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적정 용지경계는 꼭 필요한 부지를 정확하게 확보

하게 함으로서 경비적 절감과 건설공사중 나타나는 용지경계 민원을 해소하는 철도설계 과정

에서 중요한 공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연구대상 A지역의 경우 철도건설공사중에 철

도건설측량지침에 의거하여 전면 재확인 측량으로 엄격하게 수행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계당

시에 지정되어있는 용지경계지점 위치를 확인⋅분석한 결과 전체공구에서 일부는 용지경계 증

⋅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설계에서 측량의 절차와 방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3) 지형현황도 작성

연구대상 B지역에 대한 설계시 측량⋅제작된 지형현황도의 신뢰성을 확인⋅분석한 결과 현지

에서 전자평판 또는 T⋅S등으로 직접 측량하는 방법으로 측량이 수행되었다. 이때 측량은 노선

중심을 따라 일부분씩 수행되었고, 전반도 및 종⋅평면도에 표시된 나머지 지형은 타 기관에서 

작성된 수치지형도(축척1/1000)를 활용하여 지형현황도가 작성되었다. 이들은 설계당시의 최신 

지형정보 및 현황 등으로 도면화 되지 못한 관계로 인접공구간 지형현황이 서로 어긋나는 등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되고, 지형위치 부정확과 통일되지 못한 도식규정 적용으로 설계의 부정확, 

향후 시설물유지관리도면으로 활용 불가 등의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연결성을 가진 전체공구가 동일된 정해진 규정에 의거 일관성 있게 작업되지 못하고 각기 공

구별로 측량작업을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4.1> 기준점성과 X좌표비교차(설계-건설공사)

346



<그림4.2> 기준점성과 Y좌표비교차(설계-건설공사)

<그림4.3> 기준점성과 표고비교차(설계-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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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시기
설계당시 측량 건설공사 확인측량 비고

측량종류

철도기준점 설치

• 도로바닥 콘크리트 면 등에 설치

• 기준점조서작성이 표준화 되지 못함

• 콘크리트 화강석으로 재설치

   (약500m간격)

• 기준점명칭의 일관성 부여

• 기준점조서 작성의 표준화

철도기준점측량

(X⋅Y)

• 관측시 공구별 관측망구성 일관성 없음

• 관측데이터의 디지털화 보관 및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음. (최종보고서만 있음)

• 공구별 일반 또는 간접수준측량 추정

• 시공공구 단일 network 구성 GPS 관측

• 세션단위4시간 연속관측

• 데이터의 디지털화 표준화 정리

• 시공공구 단일 network 구성에 의한 정
밀 수준측량

용지경계 • 용지경계지적의 좌표값 지정. • 용지경계지점의 재확인

<표4-1> A지역 측량데이터 확인과 비교

5. 측량데이터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

설계기준점에서 나타난 좌표값 변동은 공구간 인터페이스구간에 임의선형이 발생될 우려와 함께 

설계된 위치에 정확한 건설공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한편, 측량관련 법에서는 모든 측량을 과거 

동경측지계(Bessl타원체준거)에서 현재의 세계측지계(GRS80타원체준거)로 기준하도록 개정⋅시행

하고 있다. 연구대상지역은 이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계작업이 수행되었으며, 때문에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동경측지계에 기준된 준공성과품 데이터들은 세계측지계로 전환되어야 하는 과제를 남

기게 된다. 이때 인터페이스불량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데이터들은 시스템에 의한 일괄 변환이 

불가능하는 등의 문제 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지역의 경우 다행히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철도건설측량지침에 의한 전체공구를 단일 network으로 한 전면 재측량을 

시행, 철도기준점의 좌표값을 고도화 하고 이를 기초하여 건설중인 중심선 종․횡단면의 위치를  

수정․보완하게 되었다.

현지 지형과 부합되지 않는 지형현황도면의 설계 활용은 횡단면 설계와 용지경계선 확보의   

부실로 이어져 건설공사 및 준공과정에서 용지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불법점용과 같은 해결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행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형현황도는 준공이후 건설공사 내용이 합성된 

유지관리도면 제작과 배치도 작성에서 또다시 기반도면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 도면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한다. 건설공사 착공시 이러한 예견되는 문제점은 반드시 

실측에 의해 확인․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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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1.철도기 설치  측량

철도설계기 (안)  철도건설측량지침 용

국가기본도(축척1/50,000, 2/25,000,

1/5,000 1/1,000)를 활용한 계획수립

기 설치

평면 치(X․Y)측량

표석 는 속표지

GPS에 의한 방법

표고(H)측량 Level장비에 의한 방법

2.지형 황도 작성(축척1/1,000)

공공측량작업규정 용

(국토지리정보원장 고시 제2010-436호)

항공사진촬 에 의한 방법
지상 황측량방법

(평 ,GPS,TS등의 장비)

항공사진촬

(실시 설계 계약일 이후

촬 으로 최신성 확보)

지상

기

측량

평면 치

임시표지

GPS 는 TS

표고
직  는

간  수 측량

설치

세부 황측량

(평 GPS, TS장비)

사진기  측량

항공사진 도화

수치지형도 제작

수치

지형도

제작

수치

지형도

제작

편집 (주기, 기 , 지명 등의 표기)

수치지형도 제작

지상

기

측량

평면 치

임시표지

GPS 는 TS

표고 직  는 간  수 측량

설치

               <그림 5-1> 철도기준점 및 지형현황도 작성의 방법 및 절차

             

그림 5-1, 그림 5-2는 본 연구를 토대로 철도설계기준(안) 및 철도건설측량지침에 의거한  

측량의 단계별 절차를 관련법을 근거로 제시한 구성도로서, 설계를 위한 측량에서는 건설공사 준공

시점까지 철도기준점의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점에 기준점 설치와 이에 따른 

측량작업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여기서 결정된 결과성과(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고시된 성과)에 

기준하여 지형현황도 작성 및 중심선설치를 위한 측량 등이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행하여온 측량에서는 위와 같은 단계별 순서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동시다발로 전체측량이 수행되어 여기서 결정된 측량성과는 연계성에서 동일지점인데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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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중성과가 발생되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향후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자

동화 되지 못하여 이들을 일일이 인력으로 수동화 작업을 해야 하거나 성과파정에 의한 연결성 

불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운영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종⋅횡단 도면 등의 제작

보고서  성과품 작성

장비 GPS, TS

할지 공사에 측설지  인계

3.철도설계를 한 측량

철도설계 기 (안)  철도설계측량 지침 용

심선 측설

심선 측설지 의 종단측량

심선 측설지 의 횡단측량

용지경계지  측설  측량

기지

말뚝

철도기

장비 GPS 는 TS

측설

기지 철도기

장비 수 의(Level)

기지

장비 GPS,TS, 수 의

기지

말뚝

철도기

측설

철도기

                        <그림5-2> 철도설계측량의 방법 및 절차

             

설계를 위한 측량에서는 골격이 되는 철도기준점측량 및 지형현황도 작성을 시작으로 계획된 

중심선을 측설하고 이와 연계된 종⋅횡단 측량을 수행한 후 앞에서의 모든 측량 결과에 따라   

수량을 산출하고 용지경계지점의 좌표를 확정⋅측량⋅설치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때 측량  

공정은 전⋅후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그 절차에 의거하여 단계별로 확정된 성과값을 

연계한 측량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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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철도설계측량의 고도화를 위해 건설공사 위치와 정확한 수량을 산출하고, 절대성의 

적정위치 용지경계선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측량의 절차와 방법 도출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대상 

지역은 동시착공이 시작된 B지구 건설공사지역과 현재 건설공사중인 A지구를 선정하여 정확한 

측량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들을 설계측량 결과와 비교하여 발생된 교차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처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측량은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른 최초 철도기준점측량을 시작으로 단계별 절차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며, 이때 단계별 측량의 기준은 전 단계 측량에서 결정된 성과를 기초하여야 한다.

2) 철도설계를 위한 모든 측량은 우선적으로 철도기준점이, 설계되는 교량 및 터널 등의 주요 

시설물에 근접한 지점과 그리고 적정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측량은 향후 건설 

공사시 터널, 교량 등의 각기 시방서상에서 요구하는 정밀․정확도를 충족․기준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지형현황도 작성은 성과가 확정된 철도기준점의 좌표값에 기준하여야 하고 완성된 지형   

현황도는 인접공구간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임의 추출된 지점에 대하여 현지 확인

측량방법으로 도면상의 평면위치(X․Y) 좌표와 표고(H)값의 허용 표준편차값 점검, 레이어   

지정, 도식규정 표준화 준수 등의 사항은 감리․감독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철도설계에서 수반되는 측량작업의 부실은 건설공사의 수량 및 공사비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하며 용지경계에도 문제점을 발생하게 한다. 또한 건설공사과정에서도 공구간 인터페이스불량, 

공사위치의 부정확과 같은 현상 발생으로 이어지게 한다. 따라서 현재의 설계를 위한 측량에서 

체계적, 법적, 논리적으로 고도화된 기준 및 지침 등이 준수되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로부터  

관행된 방법으로 수행되는 측량은 엄격하게 감리․감독 되어야 한다. 또한 철도공사를 위한   

절차서나 규정을 담당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보완하며, 제도적으로는 기준의 강화와 

확립, 내용의 이해와 숙지를 위한 관련자교육, 부실 설계자 및 측량자의 책임 부여와 강한 처벌

규칙의 명문화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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