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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측량 원점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대한민국 경위도 원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111(국토지리정보원 내)

원방위각 원점으로부터 진북방향 서울산업대학교 내원방위각: 원점으로부터 진북방향, 서울산업대학교 내

대한민국 수준원점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인하공전 내)

인천만 평균해수면 상의 높이로부터 26.687m

세계 측지계에 따른 기준
회전타원체의 장반경: 6,378,137m, ,

편평률: 1/298.257

회전타원체의 중심은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회전타원체의 중심은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













우리나라 표고의 기준
육지표고 기준: 평균해수면(중등조위면; MSL)육지표고 기준: 평균해수면(중등조위면; MSL)

해저수심: 평균 최저 간조면(MLLW)

해안선: 평균 최고 만조선(MHHW)

토지와 접한 항만 구조물의 높이: 평균해수면지와 접한 항만 구 물의 높이  평균해수면

수로 등의 해양구조물 높이: 수로용 수준점

우리나라 높이의 기준은 중력방향과 수직을 이루우리나라 높이의 기준은 중력방향과 수직을 이루
는 지오이드면(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정함.



•인천 앞바다(제주도는 제주만)의 평균해수면 기준•인천 앞바다(제주도는 제주만)의 평균해수면 기준
•지형도에서 가장 낮은 등고선→해안선

•해안선→등고선(x),

심선 최저 해수면(간 선)을 기 연

해안선 등고선(x), 
•해안선≠해발 0m, 만조선에 해당

등심선: 최저 해수면(간조선)을 기준으로 연
안 해저 경사도의 완급을 고려하여 표현



( )평면직각좌표계(TM)

측량범위가 크기 않은 일반측량에 사용

직교 좌표값(x,y)으로 표시



우리나라의 기본도 투영법(TM)우리나라의 기본도 투영법(TM)



( )측량의 분류(측량지역 넓이)
평면측량(소지측량)평면측량(소지측량)

지구곡률을 고려하지 않은 측량

허용정밀도 1/106 일 경우, 반경 11㎞, 면적 400㎢ 이내

측지측량(대지측량)
지구곡률을 고려한 정밀측량

허용정밀도 1/106 일 경우, 반경 11㎞, 면적 400㎢ 이상



( )측량의 분류(측량 장소)
지표면측량지표면측량

지형해석, 토지이용, 지구형상측량

지구의 극운동 및 변형측량

지하측량
지하매설물, 지하수, 중력, 지자기, 전기 측량

탄성파, 지진측량

해양측량
해안선 해저지형 조석 및 조류 해양조사 측량해안선, 해저지형, 조석 및 조류, 해양조사 측량

공간측량
천문 위성 3차원 초장기선간섭계 레이저거리 측량천문, 위성, 3차원, 초장기선간섭계, 레이저거리 측량



측량법 상 측량의 분류
기본측량기본측량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의 명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실시의 명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실시

천문, 중력, 지자기, 삼각, 수준측량, 검조

공공측량
기본측량 외의 측량 중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이 실시하는 측량

기본측량 성과를 이용

일반측량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외의 측량



순서와 정확도에 따른 측량의 분류

골조측량(기준점 측량)골조측량(기준점 측량)
천문, 삼각, 다각, 수준, 삼변, 위성측량

세부측량
평판, 시거, 나반, 음파측량

골조측량 후 세부측량 실시

토목시공측량(공사측량)

검사, 구조물, 인조점 측량



주요 해상위치 결정체계
지문항법지문항법

연안의 지물이나 항로표식 등 이용

( )천문항법(천문측량)
항성이나 태양 등 천체를 관측(육분의 이용)

전파항법
전파를 이용 무선국 간 거리와 거리차 또는 방위 관측

위성항법
GPSGPS

관성항법
관성항법장치 이용 출발점부터 이동경로와 가속도 이용관성항법장치 이용, 출발점부터 이동경로와 가속도 이용

음향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