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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ational Base Map construction consists of the regular correction work of dividing the 

whole country into two regions and carrying out the modification Plotting by aerial photographs 
every two years as well as the real time updating work of correcting the major change feature 
within two weeks by the field survey and the As-Built Drawing. In the case of the Building Layout 
Drawing of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KRAS) used for real time updating 
work of the National base map, the coordinate transformation error is included in the positional 
error when applied to the National Base Map based on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as 
the coordinate system based on the Regional Geodetic Reference System. In addition, National 
Base Map is registered based on the outline(eaves line) of the building in the Digital Topographic 
Map, and the Cadastral and Architecture are registered based on the building center line. 
Therefore, the Building Object management standard is inconsisten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mprovement method, the network RTK survey was conducted directly on a location of the 
Building Layout Drawing of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KRAS) and the 
problems were analyzed by comparing with the plane plotting position reference in National Base 
Map. In the case of the general structure with the difference on the Building center line and the 
eaves line, beside the location information was different also the difference in the ratio of the 
building object was different between Building center line and the eav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Base data of the double layer of the Building center line and the outline 
of the building(eaves line) in order to utilize the Building Layout Drawing of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KRA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an organic map 
update process that can acquire the up-to-dateness and the accuracy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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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가기본도의 정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제작된 지형도 중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으로 축척이 최대인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우리나

라는 1/5,000 수치지형도를 국가기본도로 구축하고 

있다. 

국가기본도 구축은 전국을 두 권역으로 나누어 2년 

주기로 항공사진에 의한 수정도화를 실시하는 정시업

무와 현지조사와 준공도면 등에 의하여 주요 변화 지

형지물인 건물, 도로 등을 2주 이내에 수정하는 

체계인 수시수정 업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건

축물 정보는 수치지형도 제작, 국토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설계, 소방방재, 통계 및 세무관리 분

야 등 수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지형자료 추출 업무에 활용되

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1)
건물배치도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건물행정정보시스

템(세움터)
2)
에 지적전산파일을 송부하면 건축사들이 

지적전산파일에 건물배치도를 작성 후 다시 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에 제공하며 이 정보를 지형지물변동시

스템에서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시수정 업무에 사용되는 건물배치도의 문제점으

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사편리에서 세

움터에 송부하는 지적전산파일의 경우 지역측지계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측지계 기반 국가기

본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좌표변환을 하여야 하며, 

좌표변환 오차가 건물배치도 위치오차에 포함되는 문

제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Figure 1과 같이 수치지형도 건물 

등록선과 건축물대장 등록선  불일치 문제로 수치지

형도의 경우 항공사진측량 도화 기준으로 항공사진을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의 가장 넓은 면인 건물 처마선을 

기준으로 하며, 지적이나 건축의 경우는 필지의 경계

기준인 건물의 중심선인 외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두 건물정보 등록기준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다.

Figure 1. Inconsistency of registration criteria 
of building information
출처: 국토교통부(2016.1) 지적재조사 등록정보의 다원화 
방안 마련 연구 

지적 및 건축분야에 관련된 건축물 관련 법령은 지

적 분야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지적현황측량)에 “지상건축물 등

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

여 표시 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건축 분야인「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2항에서는 공사 완료시 다음의 

서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신청

 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건축물 현황도

 ③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할 수 

있다.)

국가기본도 수정 제작 시 건물에 대한 묘사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배포하는 「국가기본도 수정사

건물배치도를 이용한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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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업무 매뉴얼」제6장 건물의 묘사에 상세히 기술되

어 있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각 모서리에 정지한 상태에서 점(POINT)

으로 관측하여 POLY LINE으로 단독 폐합(면)되도

록 묘사하도록 한다. 

⦁ 건물의 상단을 정확히 입체화(On the ground)하여 

묘사하여야 한다. 

⦁ 층수의 변동 등으로 건물 상단의 높이가 달라

지는 경우에는 각 지점(모서리)을 정확히 입체화(on 

the ground)시켜 묘사하여야 한다.

2017년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업무의 경우 도로, 건

물에 대하여 네트워크 RTK용 GNSS 수신기를 활용하

여 지형지물 변동정보 갱신을 위한 지형자료 추출업

무와 지상현황측량 업무를 진행하였다.

 건물의 경우 기존 수시수정 대상인 주요 55종 대상

에서 형상변경이 있는 모든 건물을 지상현황측량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2017년까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지형지물

변동시스템 간  연계가 안 되어 있어,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자료를 직접 도면에 출력하여 현장에 가지고 

가서 측량을 실시하였다.

Figure 2. 와 같이 건물 처마 상단을  직접 8m 

FRP(Fiber Reinforced Plastic)3)폴에 네트워크 RTK 

수신기를 달아  건물 모서리 모든 점에 대한 측량을 실

시하였다.

현장 여건상 8m FRP 폴을 이용한 네트워크 RTK장

비로 직접 측량이 안 될 시에는 주변에 네트워크 RTK

를 이용하여 두 점의 기준점을 설치한 후 토털스테이

션(Total Station)4)을 같이 병행하여 측량을 실시하

였다.

Figure 2. Acquisition of building coordinates 
using Network RTK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에 네트워크 RTK 측량

을 실시 후 자료 분석을 통해  1/5,000 국가  기본도 평

면도화위치 기준과 정확도를 비교하여 문제점 분석, 

측량작업규정이나 검사규정에 대한 개선사항, 건물객

체 관리기준 불일치에 대한 개선방안 및 최신성과 정

확성을 확보하면서 지도갱신 시스템에 유기적 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검토를 실시

하였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염준호 외 

(2015)는 공간정보 제작의 다원화로 인하여 다양한 

수치지도들이 여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제작됨에 

따라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 

계층적 매칭 기법을 활용한 이종 수치지도의 건물 데

이터 자동 정합기법을 제안하여 건물 정합에 효과적

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염준호 외 2015)

김상민 외 (2014)는 빠르게 변하는 도심지의 건물 

개발 현황을 수치지도상의 건물정보에 신속하게 반영

하기 위해 지상라이다로부터 추출한 건물 footprint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지상라이다로부

터 추출된 건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치지

형도의 갱신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김상민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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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할 수 

있다.)

국가기본도 수정 제작 시 건물에 대한 묘사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배포하는 「국가기본도 수정사

건물배치도를 이용한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방법 개선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8 No.1 (2018)   141

업 업무 매뉴얼」제6장 건물의 묘사에 상세히 기술되

어 있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각 모서리에 정지한 상태에서 점(POINT)

으로 관측하여 POLY LINE으로 단독 폐합(면)되도

록 묘사하도록 한다. 

⦁ 건물의 상단을 정확히 입체화(On the ground)하여 

묘사하여야 한다. 

⦁ 층수의 변동 등으로 건물 상단의 높이가 달라

지는 경우에는 각 지점(모서리)을 정확히 입체화(on 

the ground)시켜 묘사하여야 한다.

2017년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업무의 경우 도로, 건

물에 대하여 네트워크 RTK용 GNSS 수신기를 활용하

여 지형지물 변동정보 갱신을 위한 지형자료 추출업

무와 지상현황측량 업무를 진행하였다.

 건물의 경우 기존 수시수정 대상인 주요 55종 대상

에서 형상변경이 있는 모든 건물을 지상현황측량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2017년까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지형지물

변동시스템 간  연계가 안 되어 있어,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자료를 직접 도면에 출력하여 현장에 가지고 

가서 측량을 실시하였다.

Figure 2. 와 같이 건물 처마 상단을  직접 8m 

FRP(Fiber Reinforced Plastic)3)폴에 네트워크 RTK 

수신기를 달아  건물 모서리 모든 점에 대한 측량을 실

시하였다.

현장 여건상 8m FRP 폴을 이용한 네트워크 RTK장

비로 직접 측량이 안 될 시에는 주변에 네트워크 RTK

를 이용하여 두 점의 기준점을 설치한 후 토털스테이

션(Total Station)4)을 같이 병행하여 측량을 실시하

였다.

Figure 2. Acquisition of building coordinates 
using Network RTK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에 네트워크 RTK 측량

을 실시 후 자료 분석을 통해  1/5,000 국가  기본도 평

면도화위치 기준과 정확도를 비교하여 문제점 분석, 

측량작업규정이나 검사규정에 대한 개선사항, 건물객

체 관리기준 불일치에 대한 개선방안 및 최신성과 정

확성을 확보하면서 지도갱신 시스템에 유기적 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검토를 실시

하였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염준호 외 

(2015)는 공간정보 제작의 다원화로 인하여 다양한 

수치지도들이 여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제작됨에 

따라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 

계층적 매칭 기법을 활용한 이종 수치지도의 건물 데

이터 자동 정합기법을 제안하여 건물 정합에 효과적

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염준호 외 2015)

김상민 외 (2014)는 빠르게 변하는 도심지의 건물 

개발 현황을 수치지도상의 건물정보에 신속하게 반영

하기 위해 지상라이다로부터 추출한 건물 footprint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지상라이다로부

터 추출된 건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치지

형도의 갱신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김상민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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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아 외 (2014)는 건물데이터는 지도 데이터베이

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객체 수도 많을 뿐만 아

니라 형상정보 및 속성정보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

에 최신정보에 근거한 효율적인 작업의 필요성을 주

장하였고, 갱신 참조 건물데이터와 갱신 대상 건물 데

이터의 중첩분석을 통해 갱신이 필요한 객체만을 탐

색하여 갱신을 수행하였다. (박슬아 외 2014)

황진상 외 (2014)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 적합

한 국가기본도용 데이터 및 DB 모델을 개발하고자 시

공간지도구조, 정보연계용 프레임워크지도, 다중레이

어 토폴로지구조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Hybrid 공

간정보 모델을 개발하고, 공간정보에 “시간”이라는 새

로운 차원을 추가하여 공간객체의 시간에 따른 변화

가 반영되는 DB 구조를 설계하였다. (황진상 외 2014) 

본 논문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배치도를 이

용하여 국가기본도 활용 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건물의 처마 끝 모서리에 네트워크 RTK 측량을 

실시한 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제공된 건

물배치도를 직접 좌표변환 후 각각 건물 모서리 점의 

좌표를 비교하여 앞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점  분석 및 

유기적 지도갱신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여 상기 논문들과 차별성을 두었다.

2.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업무

2.1. 건축물 변동 자료 수집 관련 시스템

2017년에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업무 건물배치도에 

관련한 시스템을 살펴보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및 건축데이터 민

간개방시스템 등이 있고, 각각의 건물배치도와 관련

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ure 3.  Architecture Information Systems(AIS)

  Figure 3 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경우 각종 

건물관련 변동정보의 허가신고를 하며 도형이 아닌 

속성정보 위주로 건물정보의 제공이 되고 건물배치도

는 건물 소유주에게만 제공이 되고 있다.

Figure 4.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KRAS)

Figure 4 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경

우 건축필지 기준으로 건축물에 관련한 문서적 자료

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물, 토지기본정보 및 

위치정보가 포함된 건물배치도를 제공하고 있다.

Figure 5 의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의 경우 건

축물 인허가 정보 및 설계도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현재 검색이 원활하지 않고 아직 일반건

물 등의 자료 등재가 많지 않다.

건물배치도를 이용한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방법 개선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8 No.1 (2018)   143

Figure 5. Construction data private open system

2.2. 국토지리정보원 지형지물변동 관련 시스
템 연계 계획

2018년 국토지리정보원 사업계획(안)의 Ⅴ.전략목

표별 추진계획 객체중심 공간정보관리체계 구축내

용을 참고하자면, 건축행정정보시스템건물 변화정보

의 속성정보와 새주소 시스템 건물과 도로의 도형 및 

속성정보는 지형지물변동시스템에 매일 연계되고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2017년 지형지물변동시

스템과 연계가 진행되어 건물 변화정보 중 위치정보

가 포함된 배치도와 건축물대장 및 인허가대장 등의 

속성정보가 매일 같이 연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행정시스템과 새주소 시스템 및 부

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경우 지형지물변동시스템과 

기연계가 되어 있고, 변동정보의 추가 연계를 위해 택

지변화정보 추출을 위한 택지정보시스템과 고속도로 

변화정보 추출을 위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 중에 있다.

2.3.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건물정보 등록 프
로세스

2017년은 국가기본도 수정 건물정보 등록 프로세

스를 살펴보자면 먼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지형

지물변동시스템 연계가 진행 중이어서 지형지물변동

시스템에서 건물배치도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건물배치도를 현장 조사

를 위한 도면에 출력하여 주소를 이용하여 찾아가 건

물처마 끝 상단을 네트워크 RTK 방식 중 VRS(Virtual 

Reference Station)5)방식을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하

였다.

 Figure 6 은 2017년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건물정

보 등록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Figure 6. 2017 National Base Map Real Time 
Updating Work Building Information Registration 
Process

2.4.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검수 업무

수시수정 검수를 위한 오차 규정을 살펴보면 정시

에서 사용하는 세부도화 묘사오차의 허용범위로 검수

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Table 1과 같이 1/5,000 국

가기본도 평면위치의 경우 표준편차 1.0m 기준으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고, 최대오차의 경우 표준편차

의 2배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 처마 상단을 측량했을 경우 수평, 수직 오차기

준을 따로 계산하여 검수를 진행할지 아니면 3차원 정

확도로 수평, 수직 정확도를 같이 계산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신국가기본도 체계 연구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수평, 수직 정확도 1.5m 로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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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아 외 (2014)는 건물데이터는 지도 데이터베이

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객체 수도 많을 뿐만 아

니라 형상정보 및 속성정보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

에 최신정보에 근거한 효율적인 작업의 필요성을 주

장하였고, 갱신 참조 건물데이터와 갱신 대상 건물 데

이터의 중첩분석을 통해 갱신이 필요한 객체만을 탐

색하여 갱신을 수행하였다. (박슬아 외 2014)

황진상 외 (2014)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 적합

한 국가기본도용 데이터 및 DB 모델을 개발하고자 시

공간지도구조, 정보연계용 프레임워크지도, 다중레이

어 토폴로지구조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Hybrid 공

간정보 모델을 개발하고, 공간정보에 “시간”이라는 새

로운 차원을 추가하여 공간객체의 시간에 따른 변화

가 반영되는 DB 구조를 설계하였다. (황진상 외 2014) 

본 논문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배치도를 이

용하여 국가기본도 활용 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건물의 처마 끝 모서리에 네트워크 RTK 측량을 

실시한 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제공된 건

물배치도를 직접 좌표변환 후 각각 건물 모서리 점의 

좌표를 비교하여 앞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점  분석 및 

유기적 지도갱신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여 상기 논문들과 차별성을 두었다.

2.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업무

2.1. 건축물 변동 자료 수집 관련 시스템

2017년에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업무 건물배치도에 

관련한 시스템을 살펴보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및 건축데이터 민

간개방시스템 등이 있고, 각각의 건물배치도와 관련

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ure 3.  Architecture Information Systems(AIS)

  Figure 3 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경우 각종 

건물관련 변동정보의 허가신고를 하며 도형이 아닌 

속성정보 위주로 건물정보의 제공이 되고 건물배치도

는 건물 소유주에게만 제공이 되고 있다.

Figure 4.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KRAS)

Figure 4 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경

우 건축필지 기준으로 건축물에 관련한 문서적 자료

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물, 토지기본정보 및 

위치정보가 포함된 건물배치도를 제공하고 있다.

Figure 5 의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의 경우 건

축물 인허가 정보 및 설계도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현재 검색이 원활하지 않고 아직 일반건

물 등의 자료 등재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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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nstruction data private open system

2.2. 국토지리정보원 지형지물변동 관련 시스
템 연계 계획

2018년 국토지리정보원 사업계획(안)의 Ⅴ.전략목

표별 추진계획 객체중심 공간정보관리체계 구축내

용을 참고하자면, 건축행정정보시스템건물 변화정보

의 속성정보와 새주소 시스템 건물과 도로의 도형 및 

속성정보는 지형지물변동시스템에 매일 연계되고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2017년 지형지물변동시

스템과 연계가 진행되어 건물 변화정보 중 위치정보

가 포함된 배치도와 건축물대장 및 인허가대장 등의 

속성정보가 매일 같이 연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행정시스템과 새주소 시스템 및 부

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경우 지형지물변동시스템과 

기연계가 되어 있고, 변동정보의 추가 연계를 위해 택

지변화정보 추출을 위한 택지정보시스템과 고속도로 

변화정보 추출을 위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 중에 있다.

2.3.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건물정보 등록 프
로세스

2017년은 국가기본도 수정 건물정보 등록 프로세

스를 살펴보자면 먼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지형

지물변동시스템 연계가 진행 중이어서 지형지물변동

시스템에서 건물배치도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건물배치도를 현장 조사

를 위한 도면에 출력하여 주소를 이용하여 찾아가 건

물처마 끝 상단을 네트워크 RTK 방식 중 VRS(Virtual 

Reference Station)5)방식을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하

였다.

 Figure 6 은 2017년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건물정

보 등록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Figure 6. 2017 National Base Map Real Time 
Updating Work Building Information Registration 
Process

2.4.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검수 업무

수시수정 검수를 위한 오차 규정을 살펴보면 정시

에서 사용하는 세부도화 묘사오차의 허용범위로 검수

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Table 1과 같이 1/5,000 국

가기본도 평면위치의 경우 표준편차 1.0m 기준으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고, 최대오차의 경우 표준편차

의 2배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 처마 상단을 측량했을 경우 수평, 수직 오차기

준을 따로 계산하여 검수를 진행할지 아니면 3차원 정

확도로 수평, 수직 정확도를 같이 계산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신국가기본도 체계 연구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수평, 수직 정확도 1.5m 로 제시

하고 있다.



신창수 ‧ 박문재 ‧ 최윤수 ‧ 백규영 ‧ 김재명

144   「지적과 국토정보」 제48권 제1호. 2018

Plotting
Scale

Standard Deviation(m)

Plane
Position

Contour
Line

Elevation
Point

1/1,000 0.2 0.3 0.15

1/5,000 1.0 1.0 0.5

Table 1. A Permitted Limit of Error (Unit : m)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배치도 

위치에 네트워크 RTK 측량 결과 비교

3.1. 건물객체 추출범위 및 비교방법

좌표 변환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배치도와 

실 건물 처마 상단모서리에 네트워크 RTK 측량을 한 

결과의 비교를 위해서 2017년 5월 기준 1/5,000 광양

지구 내 부동산공부 변동자료 중에 중부원점 76개소

와 동부원점 239개소의 합계인 총 315개소 일부를 선

별하여 비교 정리를 하였다.

건물 객체 비교방법으로는 첫째, 창고 및 공장과 같

이 형상정보(크기, 가각의 수, 회전값) 및 위치정보의 

유사성이 높은 객체는 동일객체로 판단하여 객체에 

변화를 주지 않고 동일지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1/5,000 평면도화 오차인 표준편차 1.0m 을 기준으로 

비교하였고, 추가적으로 현장사진을 통해 오차부분을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처마선과 건물벽선의 차이가 있는 일반건축

물의 경우 한 점을 고정하여 위치의  임의보정을 실시

하여 처마선과 건물벽선 비율차이를 비교하였고, 건

물 형상정보에 건물 증축 등의 추가요소 여부를 확인

하였다.

위와 같이 비교한 결과 먼저 형상이 같은 자료와 변

동현황 등록시점에서 작업자의 임의성이 반영되어 형

상이 다른 자료로 크게 분류되었고, 형상이 같은 자료

의 경우 증축으로 추가적 측량이 필요한 자료로 추가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자료로 구분하여 정리하

였다.

첫째, 형상이 같은 자료(형상정보 및 위치정보의 유

사성이 높은 객체)

둘째, 형상은 같으나 증축으로 추가적 측량이 필요

한 자료(형상정보의 부가적인 요소가 필요한 객체)

셋째, 형상이 다른 자료(변동현황 등록시점에 작업

자의 임의성이 부여된 객체)

로 구분하여 각각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배

치도와 VRS측량된 건물의 형상의 건물 상단 모서리 

좌표 값을 비교해 보았다.

3.2. 형상이 같은 자료(형상정보 및 위치정보
의 유사성이 높은 객체)

형상이 같은 자료 중 형상정보 및 위치정보의 유사

성이 높은 객체 4지점을 다음 Table 2 에 정리하였다.

Table 2. Data of the same shape

S/
N

VRS
Survey

KRAS
VRS+
KRAS

1

2

3

4

Table 2 형상이 같은 자료 연번 1번을 현장사진과 

각 지점의 표준편차를 추가 정리하여 다음 Table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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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ata of the same shape (1)

VRS
Survey

KRAS S/N V(m)

1 0.498
2 0.941
3 1.543
4 1.439
5
6
7
8

mean 1.105

Table 3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성과는 현장사진

의 금색 테두리 부분과 현관 출입구 부분을 건물로 포

함하지 않았고, 표준편차의 평균은 1.105m로 계산이 

되었다.

지적재조사를 위한 공통점마다 지역별로 좌표변환

량 차이가 있겠지만, 지적재조사시 사용한 임의의 공

통점 한 점의 성과를 국토지리정보원 NGI PRO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동경측지계(Bessel 타원체)에서 세

계측지계(GRS80 타원체)로 좌표변환을 수행해 보았

고, △X=0.61m, △Y=1.2m의 편차를 확인하였다. 

표준편차를 계산하기 위해 √(△X2+△Y2)를 계산

하여 약 1.35m 차이를 확인하였고, 지역측지계상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배치도를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시에도 유사한 결과차이를 예상해 볼 수 있

었다.

Table 2 형상이 같은 자료 연번 2번을 현장사진과 

각 건물 모서리 지점의 표준편차를 추가 정리하여 다

음 Table4에 정리하였고, 표준편차 평균은 1.099m로 

계산이 되었다.  

Table 4 건물의 출입문에 대한 돌출처마는 측량시 

묘사 대상이 아니라 제외하였고, 실제 위치값에 대한 

오차는 있으나 처마끝선과 건물벽선의 차이가 없어, 

형상정보 및 위치정보의 유사성 높은 객체로 판단되

었다.

Table 4. Data of the same shape (Building2)

VRS
Survey

KRAS S/N V(m)

1 1.550
2 1.567
3 1.044
4 1.249
5 1.080
6 0.429
7 0.390
8 1.488

mean 1.099

Table 2 형상이 같은 자료 연번 3번을 현장사진과 

각 지점의 표준편차를 추가 정리하여 다음 Table 5 에 

정리하였고, 표준편차 평균은 1.502m로 계산이 되었다.

Table 5. Data of the same shape (Building3)

VRS
Survey

KRAS S/N V(m)

1 1.747
2 1.099
3 1.057
4 1.306
5 1.710
6 2.094
7
8

mean 1.502

Table 5 의 경우 본 건물에는 없으나 부속건물에 처

마가 있어 부속건물 처마부분 비교점인      1번, 5번, 6

번점의 표준오차가 본 건물 표준편차 보다 크게 계산

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형상이 같은 자료 연번 4번을 현장사진과 

각 지점의 표준편차를 추가 정리하여 다음 Table 6에 

정리하였고, 표준편차 평균은 1.242m로 계산이 되었다.

Table 6 건물의 경우 실제 1번점 보다 2번점이 오차

가 크고, 2번점 보다 3번 및 4번 점의 오차가 크게 나

타났고 형상 비교 시 실제 위치값에 회전에 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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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ting
Scale

Standard Deviation(m)

Plane
Position

Contour
Line

Elevation
Point

1/1,000 0.2 0.3 0.15

1/5,000 1.0 1.0 0.5

Table 1. A Permitted Limit of Error (Unit : m)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배치도 

위치에 네트워크 RTK 측량 결과 비교

3.1. 건물객체 추출범위 및 비교방법

좌표 변환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배치도와 

실 건물 처마 상단모서리에 네트워크 RTK 측량을 한 

결과의 비교를 위해서 2017년 5월 기준 1/5,000 광양

지구 내 부동산공부 변동자료 중에 중부원점 76개소

와 동부원점 239개소의 합계인 총 315개소 일부를 선

별하여 비교 정리를 하였다.

건물 객체 비교방법으로는 첫째, 창고 및 공장과 같

이 형상정보(크기, 가각의 수, 회전값) 및 위치정보의 

유사성이 높은 객체는 동일객체로 판단하여 객체에 

변화를 주지 않고 동일지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1/5,000 평면도화 오차인 표준편차 1.0m 을 기준으로 

비교하였고, 추가적으로 현장사진을 통해 오차부분을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처마선과 건물벽선의 차이가 있는 일반건축

물의 경우 한 점을 고정하여 위치의  임의보정을 실시

하여 처마선과 건물벽선 비율차이를 비교하였고, 건

물 형상정보에 건물 증축 등의 추가요소 여부를 확인

하였다.

위와 같이 비교한 결과 먼저 형상이 같은 자료와 변

동현황 등록시점에서 작업자의 임의성이 반영되어 형

상이 다른 자료로 크게 분류되었고, 형상이 같은 자료

의 경우 증축으로 추가적 측량이 필요한 자료로 추가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자료로 구분하여 정리하

였다.

첫째, 형상이 같은 자료(형상정보 및 위치정보의 유

사성이 높은 객체)

둘째, 형상은 같으나 증축으로 추가적 측량이 필요

한 자료(형상정보의 부가적인 요소가 필요한 객체)

셋째, 형상이 다른 자료(변동현황 등록시점에 작업

자의 임의성이 부여된 객체)

로 구분하여 각각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배

치도와 VRS측량된 건물의 형상의 건물 상단 모서리 

좌표 값을 비교해 보았다.

3.2. 형상이 같은 자료(형상정보 및 위치정보
의 유사성이 높은 객체)

형상이 같은 자료 중 형상정보 및 위치정보의 유사

성이 높은 객체 4지점을 다음 Table 2 에 정리하였다.

Table 2. Data of the same shape

S/
N

VRS
Survey

KRAS
VRS+
KRAS

1

2

3

4

Table 2 형상이 같은 자료 연번 1번을 현장사진과 

각 지점의 표준편차를 추가 정리하여 다음 Table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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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ata of the same shape (1)

VRS
Survey

KRAS S/N V(m)

1 0.498
2 0.941
3 1.543
4 1.439
5
6
7
8

mean 1.105

Table 3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성과는 현장사진

의 금색 테두리 부분과 현관 출입구 부분을 건물로 포

함하지 않았고, 표준편차의 평균은 1.105m로 계산이 

되었다.

지적재조사를 위한 공통점마다 지역별로 좌표변환

량 차이가 있겠지만, 지적재조사시 사용한 임의의 공

통점 한 점의 성과를 국토지리정보원 NGI PRO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동경측지계(Bessel 타원체)에서 세

계측지계(GRS80 타원체)로 좌표변환을 수행해 보았

고, △X=0.61m, △Y=1.2m의 편차를 확인하였다. 

표준편차를 계산하기 위해 √(△X2+△Y2)를 계산

하여 약 1.35m 차이를 확인하였고, 지역측지계상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배치도를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시에도 유사한 결과차이를 예상해 볼 수 있

었다.

Table 2 형상이 같은 자료 연번 2번을 현장사진과 

각 건물 모서리 지점의 표준편차를 추가 정리하여 다

음 Table4에 정리하였고, 표준편차 평균은 1.099m로 

계산이 되었다.  

Table 4 건물의 출입문에 대한 돌출처마는 측량시 

묘사 대상이 아니라 제외하였고, 실제 위치값에 대한 

오차는 있으나 처마끝선과 건물벽선의 차이가 없어, 

형상정보 및 위치정보의 유사성 높은 객체로 판단되

었다.

Table 4. Data of the same shape (Building2)

VRS
Survey

KRAS S/N V(m)

1 1.550
2 1.567
3 1.044
4 1.249
5 1.080
6 0.429
7 0.390
8 1.488

mean 1.099

Table 2 형상이 같은 자료 연번 3번을 현장사진과 

각 지점의 표준편차를 추가 정리하여 다음 Table 5 에 

정리하였고, 표준편차 평균은 1.502m로 계산이 되었다.

Table 5. Data of the same shape (Building3)

VRS
Survey

KRAS S/N V(m)

1 1.747
2 1.099
3 1.057
4 1.306
5 1.710
6 2.094
7
8

mean 1.502

Table 5 의 경우 본 건물에는 없으나 부속건물에 처

마가 있어 부속건물 처마부분 비교점인      1번, 5번, 6

번점의 표준오차가 본 건물 표준편차 보다 크게 계산

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형상이 같은 자료 연번 4번을 현장사진과 

각 지점의 표준편차를 추가 정리하여 다음 Table 6에 

정리하였고, 표준편차 평균은 1.242m로 계산이 되었다.

Table 6 건물의 경우 실제 1번점 보다 2번점이 오차

가 크고, 2번점 보다 3번 및 4번 점의 오차가 크게 나

타났고 형상 비교 시 실제 위치값에 회전에 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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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ata of the same shape (Building4)

VRS
Survey

KRAS S/N V(m)

1 0.720

2 1.364

3 1.627

4 1.260

5

6

7

8

mean 1.242

3.3. 형상은 같으나 증축으로 추가적 측량이 
필요한 자료 (형상정보의 부가적인 요소
가 필요한 객체)

Table 7에  형상은 같으나 증축으로 추가적 측량이 

필요한 자료 즉 형상정보의 부가적인 요소가 필요한 

객체를 정리하였다.

Table 7. Data that is the same shape but requires 
additional surveying (a)

S/N
VRS+
KRAS

Any change
of Object

Field
Photo

1

2

3

4

Table 7에 정리된 자료의 경우 보통 일반주택 건물

로 건물 외벽선과 처마선의 차이가 있어 위치 및 형상

을 상호간 비교하고자 한 점을 고정점으로 하여 위치

를 서로 맞추거나 추가적으로 축척을 변경해 보았다.

연번1번의 경우 건물 외벽선과 처마의 차이가 있어 

건물 축척에도 차이가 있고, 한 점을 고정하여 축척을 

변경하여 형상을 맞춰본 결과 사진 상 건물 좌측에 보

이는 창고부분의 증축으로 추가적 측량이 필요한 자

료로 분류하였고, 연번2번의 경우도 형상을 맞춰본  

결과 창고부분 증축으로 추가적 측량이 필요한 부분

이 있었다.

연번3번의 경우 특이하게 건물 테라스부분 외곽으

로 VRS 측량 시 햇빛가리개가 있어, 햇빛가리개 안쪽

으로는 실제 VRS측량이 어려워 햇빛가리개 상단 모

서리 외곽을 기준으로 측량이 되어 실제 건물배치도

보다 넓게 측량이 되어 차이가 있었다.

연번4번의 경우 건물 상단 처마선과 건물 외벽선의 

차이가 아주 잘 드러난 건물로 벽선과 처마선의 차이

만큼 건물 축척에 차이가 있었다.

Table 8에  형상은 같으나 증축으로 추가적 측량이 

필요한 자료, 즉 형상정보의 부가적인 요소가 필요한 

객체를 추가로 정리하였다.

Table 8의 연번1번의 경우 한 점을 고정하여 형상

을 일치시켰을 경우 벽선과 처마의 차이 및 사진 상 차

량 뒤쪽에 보이는 것처럼 창고 증축 부분이 있어 추가 

측량이 필요하였다.

연번2번의 건물의 경우 건물벽선보다 지붕 부근에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어 건물의 형상을 맞췄을 경우 

건물형상 만큼 차이가 있었다.

연번3번과 4번의 경우 공장 뒤편에 추가 증축부분

이 있어 추가 측량이 필요한 건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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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ata that is the same shape but requires 
additional surveying (b)

S/
N

VRS+
KRAS

Any change
of Object

Field
Photo

1

2

3

4

3.4. 형상이 다른 자료 (변동 현황 등록시점에
서 작업자의 임의성이 부여된 객체)

형상이 다른 자료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

물배치도와 실 건물 처마 끝에 네트워크 RTK 측량을 

하여 결과를 비교 했을 시 지형지물 변동현황 등록시

Table 9. Date of Other shape

S/N
VRS+
KRAS

Photo

1

2

3

4

점에서 작업자의 임의성이 부여되어 등록되었다고 판

단되는 자료로 Table 9에 정리를 하였다.

Table 9의 연번1번의 경우 2층 구조물의 형상으로 

등재되었다고 판단되며, 연번2 ·3번의 경우는 임의의 

형상으로 등재되었다고 판단된다.

연번4번의 경우 형상도 다르고 객체가 분리되는 기

준이 모호한 건물로 판단된다.

4. 분 석

 2017년 5월 기준 축척 1/50,000 통영 도엽의 형상

이 같고 다름의 비율 확인을 위해 VRS 측량된 건물 객

체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배치도가 있는 중복

성과 55개소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다.

Table 10의 비율은 해당 도엽 일정시점에 한정된 

것으로 좌표변환에 의한 차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

템 작업자 방식에 의한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율을 전체 도엽 현황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건물 모서리 좌표 비교 시에 비교적 형상이 일치하

는 패널 구조물 형식의 공장, 창고 등 사각 건축물 형

상인 건축물을 1/5,000 평면도화 위치기준 인 표준편

차 1m 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거의 모든 건물이 

표준편차 1m 이상의 오차를 보였으나 신국기기본도 

체계 연구에서 제시하는 오차 규정으로 완화 했을 경

우 형상이 유사한 건축물의 경우 규정이내에 들어오

는 비율은 상당수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0 . Ratio analysis (%)

Division amount ratio Remarks

Data of the same 
shape

30 54.5%

Data that is the same 
shape but requires 
additional surveying 

24 43.6%

Date of Other shape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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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ata of the same shape (Building4)

VRS
Survey

KRAS S/N V(m)

1 0.720

2 1.364

3 1.627

4 1.260

5

6

7

8

mean 1.242

3.3. 형상은 같으나 증축으로 추가적 측량이 
필요한 자료 (형상정보의 부가적인 요소
가 필요한 객체)

Table 7에  형상은 같으나 증축으로 추가적 측량이 

필요한 자료 즉 형상정보의 부가적인 요소가 필요한 

객체를 정리하였다.

Table 7. Data that is the same shape but requires 
additional surveying (a)

S/N
VRS+
KRAS

Any change
of Object

Field
Photo

1

2

3

4

Table 7에 정리된 자료의 경우 보통 일반주택 건물

로 건물 외벽선과 처마선의 차이가 있어 위치 및 형상

을 상호간 비교하고자 한 점을 고정점으로 하여 위치

를 서로 맞추거나 추가적으로 축척을 변경해 보았다.

연번1번의 경우 건물 외벽선과 처마의 차이가 있어 

건물 축척에도 차이가 있고, 한 점을 고정하여 축척을 

변경하여 형상을 맞춰본 결과 사진 상 건물 좌측에 보

이는 창고부분의 증축으로 추가적 측량이 필요한 자

료로 분류하였고, 연번2번의 경우도 형상을 맞춰본  

결과 창고부분 증축으로 추가적 측량이 필요한 부분

이 있었다.

연번3번의 경우 특이하게 건물 테라스부분 외곽으

로 VRS 측량 시 햇빛가리개가 있어, 햇빛가리개 안쪽

으로는 실제 VRS측량이 어려워 햇빛가리개 상단 모

서리 외곽을 기준으로 측량이 되어 실제 건물배치도

보다 넓게 측량이 되어 차이가 있었다.

연번4번의 경우 건물 상단 처마선과 건물 외벽선의 

차이가 아주 잘 드러난 건물로 벽선과 처마선의 차이

만큼 건물 축척에 차이가 있었다.

Table 8에  형상은 같으나 증축으로 추가적 측량이 

필요한 자료, 즉 형상정보의 부가적인 요소가 필요한 

객체를 추가로 정리하였다.

Table 8의 연번1번의 경우 한 점을 고정하여 형상

을 일치시켰을 경우 벽선과 처마의 차이 및 사진 상 차

량 뒤쪽에 보이는 것처럼 창고 증축 부분이 있어 추가 

측량이 필요하였다.

연번2번의 건물의 경우 건물벽선보다 지붕 부근에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어 건물의 형상을 맞췄을 경우 

건물형상 만큼 차이가 있었다.

연번3번과 4번의 경우 공장 뒤편에 추가 증축부분

이 있어 추가 측량이 필요한 건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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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ata that is the same shape but requires 
additional surveying (b)

S/
N

VRS+
KRAS

Any change
of Object

Field
Photo

1

2

3

4

3.4. 형상이 다른 자료 (변동 현황 등록시점에
서 작업자의 임의성이 부여된 객체)

형상이 다른 자료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

물배치도와 실 건물 처마 끝에 네트워크 RTK 측량을 

하여 결과를 비교 했을 시 지형지물 변동현황 등록시

Table 9. Date of Other shape

S/N
VRS+
KRAS

Photo

1

2

3

4

점에서 작업자의 임의성이 부여되어 등록되었다고 판

단되는 자료로 Table 9에 정리를 하였다.

Table 9의 연번1번의 경우 2층 구조물의 형상으로 

등재되었다고 판단되며, 연번2 ·3번의 경우는 임의의 

형상으로 등재되었다고 판단된다.

연번4번의 경우 형상도 다르고 객체가 분리되는 기

준이 모호한 건물로 판단된다.

4. 분 석

 2017년 5월 기준 축척 1/50,000 통영 도엽의 형상

이 같고 다름의 비율 확인을 위해 VRS 측량된 건물 객

체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배치도가 있는 중복

성과 55개소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다.

Table 10의 비율은 해당 도엽 일정시점에 한정된 

것으로 좌표변환에 의한 차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

템 작업자 방식에 의한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율을 전체 도엽 현황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건물 모서리 좌표 비교 시에 비교적 형상이 일치하

는 패널 구조물 형식의 공장, 창고 등 사각 건축물 형

상인 건축물을 1/5,000 평면도화 위치기준 인 표준편

차 1m 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거의 모든 건물이 

표준편차 1m 이상의 오차를 보였으나 신국기기본도 

체계 연구에서 제시하는 오차 규정으로 완화 했을 경

우 형상이 유사한 건축물의 경우 규정이내에 들어오

는 비율은 상당수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0 . Ratio analysis (%)

Division amount ratio Remarks

Data of the same 
shape

30 54.5%

Data that is the same 
shape but requires 
additional surveying 

24 43.6%

Date of Other shape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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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끝(건물 최외곽선)의 이중 레이어의 기초자료 제공

을 통한 수시수정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Figure 7. Improvement Process of National 
Base Map Real Time Updating Work Building 
Information Registration 

Figure 7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중 레이어 제

공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업무 프로

세스 개선방안을 나타낸다.

Figure 7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자면 부동산종합 공

부시스템에서 건물 처마선 및 외벽선 2중 레이어를 지

형지물변동시스템에 제공하고 제공된 자료를 현장 모

바일 전자야장에 바로 다운로드 받아 현장 건물의 형

태를 판단하여 건물 처마선 및 외벽선 중 필요한 레이

어 부분만 Figure 8 (예시)과 같이 현장 모바일 전자 

야장위에 수치지도와 오버랩한다.

Figure 8. Overlap of Digital map and KRAS 
(example)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기존의 도면을 출력하여 현

장 건물 객체 비교를 하던 방식에서 야장 출력 없이 바

로 변동된 현장건물 객체를 현장 모바일 전자야장에 

다운받아 현장 주변 지형지물과 비교하여 측량 수행

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될 수 있다 판단된다.

오버랩 된 자료를 기반으로 건물 형상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VRS를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하며, VRS 측

량 시 건물 객체 일치 정도에 따른 측량방식 및 검수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상기 방식을 적용하여 측량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

위치 및 구조화 편집을 진행하며 국토지리정보원 검

수를 통해 2주 단위 성과로 고시를 하는 개선된 프로

세스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지형지물변동시스템에서 제공된 변동 

건물 개수와 상기 프로세스로 측량을 진행하고 2주 단

위 성과로 고시한 개수와의 차이를 Figure 9와 같이 

클라우드6) 작업 업로드를 통해 실시간 관리한다면 

건물 객체 단위 실시간 물량 관리도 가능하다 판단된다.

Figure 9.  Real-time management of observation 
data to cloud servers (example)

결론적으로 Figure 7의 프로세스로 개선한다면 부

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건물배치도를 이용하더라도 

수치지형도에 필요한 정확한 건물 외곽선(처마) 형상

정보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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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 부동산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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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 부동산등
기부 등) 18종을 통합한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 서
비스시스템  (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 참조)

주2. 건물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합민원인 건축행정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국
민은 관청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를 
신청하고, 공무원은 건축행정업무 전반을 전자적으
로  One Stop  처리하게 하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  
(출처 :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주3.  FRP(Fiber Reinforced Plastics)의 약자로 유리 및 카
본 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계 복합재료로, 경량 · 내
식성 · 성형성 등이 뛰어난 고성능 · 고기능성 재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주4.  토털스테이션(Total Station) : 각도와 거리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측량기로 전자식 데오돌라이트와 
       광파측거기가 하나의 기기로 통합되어 있어 측정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전자식 측거 · 측각기이다. (출처 : 두산백과)
주5.  VRS(Virtual Reference Station) 방식 :네트워크 RTK 

위성측량의 방식 중 4개의 GNSS 기지국 네트워크
로부터 생성된 오차를 기준국 내부의  한 점에서 보
간하여 거리에 따라 발생되는 오차를 제거한 보정  
데이터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측량 방식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RTK 위성측량방법으로 VRS
와 FK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VRS  방법을 이용함.

주6.  클라우드(cloud) : 영어 cloud는 구름을 뜻하며,  데
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
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
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 컴퓨터
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출처 : 소프트웨어 학습용
어사전)

5.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판단하

였다.

첫째, 패널 구조물 형식의 사각 건축물 형상인 공장, 

창고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배치도의 경우 일

반적으로 지붕의 물받이 부분의 형상을 배제하면 건

축물의 회전값, 위치정보가 상이해도 실제 건물과 비

율이 일정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벽체와 처마의 차이가 있는 일반 주택 건축물

의 경우 위치정보가 상이한 것 이외에 벽체와 처마의 

차이만큼 건물 객체 비율에 차이가 있었고, 추가적으

로 자료 입력 시점의 차이 및 건물 증축 등에 의한 부

속 건물의 측량이 필요한 자료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셋째, 변동 현황 등록시점에서 실제 건물과 형상이 

다른 자료도 있어 임의성이 부여되어 등록 되었다고 

판단되는 자료도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분석한 결과 설계 초기단계인 건

물행정정보시스템에서 건축사들이 건축물 설계 시 건

물배치도 건물 외벽선과 처마끝(건물 최외곽선)의 이

중레이어의 기초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이 경우 지적, 건축 및 국가기본도 수시수정에 서 필

요한 레이어만 각각 사용한다면 공간정보 활용 시에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모바일 전자 야장 도입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현장 모바일 전자 야장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처마 끝 레이어만 다운로드 받아 현장 주변 현황과 비

교하여 건물 객체 일치여부를 판단한다면 보다 신속

한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설계 초기단계에 지적전산파일  기반 

건물배치도 작성 시 GRS80 타원체 기반의 세계측지

계로 측량하여 등록 관리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결론을 토대로 수치지형도에 필요한 건물배치

도를 지도갱신 시스템에 유기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체계의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갱신은 자동

화가 용이하게 이루어 져야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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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수시수정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Figure 7. Improvement Process of National 
Base Map Real Time Updating Work Building 
Information Registration 

Figure 7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중 레이어 제

공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업무 프로

세스 개선방안을 나타낸다.

Figure 7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자면 부동산종합 공

부시스템에서 건물 처마선 및 외벽선 2중 레이어를 지

형지물변동시스템에 제공하고 제공된 자료를 현장 모

바일 전자야장에 바로 다운로드 받아 현장 건물의 형

태를 판단하여 건물 처마선 및 외벽선 중 필요한 레이

어 부분만 Figure 8 (예시)과 같이 현장 모바일 전자 

야장위에 수치지도와 오버랩한다.

Figure 8. Overlap of Digital map and KRAS 
(example)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기존의 도면을 출력하여 현

장 건물 객체 비교를 하던 방식에서 야장 출력 없이 바

로 변동된 현장건물 객체를 현장 모바일 전자야장에 

다운받아 현장 주변 지형지물과 비교하여 측량 수행

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될 수 있다 판단된다.

오버랩 된 자료를 기반으로 건물 형상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VRS를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하며, VRS 측

량 시 건물 객체 일치 정도에 따른 측량방식 및 검수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상기 방식을 적용하여 측량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

위치 및 구조화 편집을 진행하며 국토지리정보원 검

수를 통해 2주 단위 성과로 고시를 하는 개선된 프로

세스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지형지물변동시스템에서 제공된 변동 

건물 개수와 상기 프로세스로 측량을 진행하고 2주 단

위 성과로 고시한 개수와의 차이를 Figure 9와 같이 

클라우드6) 작업 업로드를 통해 실시간 관리한다면 

건물 객체 단위 실시간 물량 관리도 가능하다 판단된다.

Figure 9.  Real-time management of observation 
data to cloud servers (example)

결론적으로 Figure 7의 프로세스로 개선한다면 부

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건물배치도를 이용하더라도 

수치지형도에 필요한 정확한 건물 외곽선(처마) 형상

정보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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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측량의 방식 중 4개의 GNSS 기지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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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RTK 위성측량방법으로 VRS
와 FK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VRS  방법을 이용함.

주6.  클라우드(cloud) : 영어 cloud는 구름을 뜻하며,  데
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
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
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 컴퓨터
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출처 : 소프트웨어 학습용
어사전)

5.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판단하

였다.

첫째, 패널 구조물 형식의 사각 건축물 형상인 공장, 

창고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배치도의 경우 일

반적으로 지붕의 물받이 부분의 형상을 배제하면 건

축물의 회전값, 위치정보가 상이해도 실제 건물과 비

율이 일정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벽체와 처마의 차이가 있는 일반 주택 건축물

의 경우 위치정보가 상이한 것 이외에 벽체와 처마의 

차이만큼 건물 객체 비율에 차이가 있었고, 추가적으

로 자료 입력 시점의 차이 및 건물 증축 등에 의한 부

속 건물의 측량이 필요한 자료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셋째, 변동 현황 등록시점에서 실제 건물과 형상이 

다른 자료도 있어 임의성이 부여되어 등록 되었다고 

판단되는 자료도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분석한 결과 설계 초기단계인 건

물행정정보시스템에서 건축사들이 건축물 설계 시 건

물배치도 건물 외벽선과 처마끝(건물 최외곽선)의 이

중레이어의 기초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이 경우 지적, 건축 및 국가기본도 수시수정에 서 필

요한 레이어만 각각 사용한다면 공간정보 활용 시에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모바일 전자 야장 도입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현장 모바일 전자 야장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처마 끝 레이어만 다운로드 받아 현장 주변 현황과 비

교하여 건물 객체 일치여부를 판단한다면 보다 신속

한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설계 초기단계에 지적전산파일  기반 

건물배치도 작성 시 GRS80 타원체 기반의 세계측지

계로 측량하여 등록 관리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결론을 토대로 수치지형도에 필요한 건물배치

도를 지도갱신 시스템에 유기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체계의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갱신은 자동

화가 용이하게 이루어 져야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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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가기본도 구축은 전국을 두 권역으로 나누어 2년 주기로 항공사진에 의한 수정도화를 실시하는 
정시업무와 현지조사와 준공도면 등에 의하여 주요 변화 지형지물을 2주 이내에 수정하는 수시수정 
업무로 이루어지며, 이 중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지형자료추출 업무에 활용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
템(일사편리) 건물배치도의 경우 지역측지계 기반의 좌표체계로 세계측지계 기반 국가기본도에 활용
할 경우 좌표변환오차가 위치오차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기본도는 수치지형도 
건물 등록선인 건물 최외곽선(처마선)을 기준으로 등록하고 있고, 지적 및 건축 분야는 건물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하고 있어 건물 객체 관리기준이 불일치하고 있다. 이에 개선방법연구를 위해 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건물배치도 위치에 직접 네트워크 RTK 측량을 실시하여 국가기본도 평면 도
화위치 기준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중 벽체와 처마의 차이가 있는 일반건축물의 경우 
위치정보가 상이한 것 이외에 벽체와 처마의 차이만큼 건물 객체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건물배치도를 수시수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중심선과 건
물 최외곽선(처마선)의 이중레이어의 기초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또한, 최신성 및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 가능한 유기적인 지도갱신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국가기본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건물배치도, 네트워크 RTK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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