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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적지분석을 위해서는 속성(토지이용, 지가, 필지, 소유

주)과 공간(경사도, 향, 접근성)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영향요소에 대

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공간정보시스템에 의해 공공시설물 

건설을 위한 적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속성데이터와 

공간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는 ArcGIS Desktop 

10.1을 사용하였으며 3D 시뮬레이션은 Pixoneer사의 

PG-Steamer를 사용하였다. 

Ⅱ. 연구내용

  속성분석에서는 필지 수, 국유지비율, 토지매입가 그리

고 토지이용에 대해 적합성을 조사하였으며 공간분석에

서는 접근성, 경사도와 향분석을 통한 가용지분석, 그리

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림 1. 사업대상지 

1) 속성분석에 따른 결과

표 1. 속성분석 결과

  각각의 요소에 대해 경중에 따라 배점을 하였으며 결

과적으로 제2후보지→제1후보지→제3후보지→제4후보지

순으로 적합도가 얻어졌다.

2) 공간분석

  제1후보지는 계곡 양측면에 26%의 가파른 경사지가 

있으며 대규모의 토공이 예상된다. 또한 남북방향으로 

단절되어 최소경사 13%로 부지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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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공공시설물 건설을 위한 적지분석을 위해서는 대상지에 국유지 또는 시유지(지자체소유)의 포함비율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 

건설과는 다르게 사업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소유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유

지를 수용할 경우 소유자와 필지수 그리고 지가 등이 판단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조건으로 경사도, 향(aspect), 교통편

이성 등이 동시에 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속성과 공간적인 분석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적지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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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제1후보지

  

▶▶ 그림 3. 제2후보지

  제2후보지는 입구부분이 11%의 경사로 완만하며 서고

동저의 완만한 부지조성이 가능하나 부지 동쪽으로 절토

가 필요하며 터널을 통해 관통이 필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제3후보지는 북고남저형의 남향부지를 가지고 있

으며 경사완만한 기슭이 풍부한 부지이다. 진출입구 는 

14%의 완만하지만 다소 가파른 능선을 지니고 있다. 

▶▶ 그림 4. 제3후보지

  제4후보지는 경사완만한 기슭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

나 서고동저형의 북동향 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표고130m 부터 기슭까지 평균18%의 등경사면으로 

개발은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5. 제4후보지

▶▶ 그림 6. 제 2후보지 표고 분석

▶▶ 그림 7. 제 2후보지 경사도분석

속성분석 
평가점수

공간분석
평가점수

총점

제1후보지 23 41 64

제2후보지 27 53 90

제3후보지 19 54 73

제4후보지 18 33 51

표 2. 후보지 별 최종 평가점수

Ⅳ. 결론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제2후보지가 가장 적지로 평

가되었으며 북동쪽 지방도로부터 진입로를 개설하고 부

지 내 일부지역을 편입한다면 바람직한 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선책으로 남측의 완만한 경사면과 높지 않은 정상 

등 제3후보지 역시 가용률이 높으므로 두 번째 후보지로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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