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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이 우리나라에 미친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국가기준점 위치 값 변동계산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4년 새로운 국가기준점 좌표를 고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준점 좌
표 변화에 따른 GPS 측량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새로운 고시좌표를 적용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
고 있는 5개 위성기준점 성과를 계산하고, 2012년 서울시에서 고시한 성과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연구
를 통해 국가기준점 좌표변화에 따른 GPS 측량성과 차이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1. 서론

국가기준점은 건설공사, 지도 및 지적도 제작, 공
간정보 구축 등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며, 국가기준
점의 성과는 각종 국토개발 및 공간정보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11
년 3월 발생한 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변동된 국가기
준점의 위치 값 계산을 위해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축적된 위성기준점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진
전·후의 위치변화를 분석하고 2014년 새로운 고시성
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고시성과를
적용하여 GPS측량 성과를 계산하고, 고시성과 변경
전 성과와 비교를 통해 고시성과 변경에 따른 측량
성과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Online Positioning System)로 처리하였으며, 처리결
과는 2012년 서울시에서 고시한 좌표성과와 비교하
였다. 그림 1은 서울시 위성기준점 현황을 나타낸다.

[그림 1] 서울시 위성기준점 현황

2. 자료취득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준점 좌표변화에 따른 GPS
측량성과의 분석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위성기준점(도봉, 용산, 강서, 금천, 송파) 관측
자료를 처리하였다. 201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
지 관측자료를 국토지리정보원의 N-OPS(NGII

관측자료의 처리는 상대측위 방법으로 수행하였으
며, 고정점은 서울시 인근의 국토지리정보원 위성기
준점인 동두천, 인천, 파주 및 수원 위성기준점을 이
용하였다. 표 1은 자료처리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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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료처리 결과

구분
도봉
용산
강서
금천
송파

X(m)
562063.794
549068.158
549235.391
539945.565
543458.958

Y(m) 타원체고(m)
204510.373 73.094
200118.847 96.876
185712.147 59.038
191692.744 73.843
212649.722 75.209

표 1의 자료처리 결과는 4월 4일에서 4월 10일까
지 처리결과를 평균한 것이며, 고시성과 변화에 따
른 GPS측량 성과 분석을 위해 2012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위성기준점의 고시성과와 비교를 수행하였
다. 표 2는 서울시 위성기준점 고시성과이며, 표 3과
그림 2는 국가기준점 좌표 변화에 따른 측량성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표 2] 2012년 서울시 위성기준점 고시성과

구분
도봉
용산
강서
금천
송파

X(m)
562063.802
549068.163
549235.398
539945.570
543458.966

Y(m) 타원체고(m)
204510.351 73.076
200118.832 96.849
185712.126 59.018
191692.728 73.838
212649.704 75.182

[표 3] 국가기준점 좌표 변화에 따른 측량성과의 차이

구분
도봉
용산
강서
금천
송파

△X(m)
-0.008
-0.005
-0.007
-0.005
-0.008

△Y(m)
0.022
0.015
0.021
0.016
0.018

△H(m)
0.018
0.027
0.020
0.005
0.027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GPS 측량성과의 차이는 X
방향 –0.008～–0.005m, Y방향 0.016～0.027m, 타원
체고 방향으로 0.018～0.027m로 나타났다. 성과의 차
이는 X가 –방향, Y가 +방향, 타원체고가 +방향으
로 각 성분별 일정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기준점 고시성과가 Y 방향으로 약 3cm
변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GPS 측량 성과는 고시성
과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제시하는 것이
다. 향후 국토개발, 공간정보 구축, 지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시성과 변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이
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국가기준점 고시성과 변경에 따른 측량
성과의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서울시의 5개 위성기준점의 관측자료를 변
화된 국가기준점 고시성과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기
존 서울시 고시성과와 비교를 통해 X 방향 –0.00
8～–0.005m, Y방향 0.016～0.027m, 타원체고 방향
으로 0.018～0.027m의 성과 차이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GPS 측량 성과가 고시성과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국토개발, 공간정
보 구축, 지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시성과 변화에
따른 영향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박준규, 김민규, 이종신, “GPS 상대측위 자료처리
를 위한 전문가 서비스 구축”, 산학기술학회논문
지, 제14권, 제5호, pp.2481-2486, 5월, 2013.
[2] 박준규, 김민규, “지진 및 지각변동 감지를 위한
정밀절대측위 솔루션 개발”, 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pp. 4587-4592, 9월, 2013.
[3] 박준규, 김민규, “일본 동부지역 지진에 따른 지각
변동 모니터링”, 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
호, pp. 2390-2395, 5월, 2012.
[4] http:
.ngii.go.kr
[5] http:
.gnss.seoul.go.kr
//www
//www

[그림 2] 측량성과 차이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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