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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TCM-State Space Representatio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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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stabilization of the recent multi-GNSS infrastructure, and as multi-GNSS has been proven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accuracy of the positioning performance in various industrial 
sectors. In this study, in view that SF(Single frequency) GNSS receivers are widely used due to the 
low costs, evaluate effectiveness of SF Real Time Point Positioning(SF-RT-PP) based on four 
multi-GNSS surveying methods with RTCM-SSR  correction streams in static and kinematic modes, 
and also derive response challenges. Results of applying SSR correction streams, CNES presented 
good results compared to other SSR streams in 2D coordinate.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SF-RT-PP surveying using SF signals from multi-GNSS, were able to identify the common cause of 
large deviations in the altitude components, as well as confirm the importance of signal bias 
correction according to combinations of different types of satellite signals and ionospheric delay 
compensation algorithm using undifferenced and uncombined observations. In addition, confirm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of Multi-GNSS  allows SF-RT-SPP surveying with only 
one of the four GNSS satellit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ode-based SF-RT-SPP measurements 
using SF signals from GPS satellites only, the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effect between 
broadcast ephemeris and SSR correction for satellite orbits/clocks was small, but in the case of 
ionospheric delay compensation, the use of SBAS correction information provided more than twice 
the accuracy compared to result of the Klobuchar model. With GPS and GLONASS, both the BDS 
and GALILEO constellations will be fully deployed in the end of 2020, and the greater benefits 
from the multi-GNSS integration can be expected. Specially, If RT-ionospheric correction service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SR correction information reflecting atmospheric charac-
teristics are carried out in real-time, expected that the utilization of SF-RT-PPP survey technology 
by multi-GNSS and various demands will be created in various industrial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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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말, Galileo FOC(Full Operational Cap-

ability) 및 BDS(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3 위성시스템의 완성이 예상되면서 GPS, GLONASS, 

GALILEO, BDS, QZSS, IRNSS, SBAS 등 Multi-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위성측

위 시스템의 인프라 환경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gsc-europa.eu, en.beidou.gov.cn, 2020). 우리나라

는 국가우주위원회(제14회, 2018년 2월5일 개최)의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에서 한국형위성항법보정시스템(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을 2022년까지 구

축·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1월 한국형 SBAS 

서비스를 앞두고 2021년 6월, KASS 기반 GPS L1 

C/A Code 신호의 시범 운용도 예정되어 있다(gps. 

gov 2020). 특히, 2035년 서비스를 목표로 한국형 

RNSS(Regional Navigational Satellite System)인 

KPS(Korea Positioning System)의 개발을 통해 인공

위성기반 국가 정밀위치서비스 체계를 완성할 예정

이다.

실시간 단독측위(RT-PP; Real Time Point Posi-

tioning)는 1대의 수신기만을 활용하며 GNSS 상시관

측소의 추가 구성없이 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단독 측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Zumberge J.F. 

1997; Kouba J. 2001). 실시간 정밀 단독측위 기술의 

장점 이면에는 IGS(International GNSS Service)와 

같은 범 지구 측지망의 해석으로부터 산출한 정밀 위

성궤도력 및 위성시계 보정정보가 있다. 특히, 전리층 

지연 보정을 위해 2주파 수신기를 활용한 Code와 

Carrier 위상관측값을 이중차분(DDIF) 전리층지연 제

척 모델에 적용하였다. 최근, Multi-GNSS 위성 인프

라 환경의 향상으로 실시간 단독측위 기술은 여러 응

용 분야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Hernández- 

Pajares M. 2018; Krietemeyer A. 2018; Paziewski J. 

2018; Y-igit C.O. 2017; Shi J. 2017). BIPM(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asures)에서는 국제원

자시 계산 프로젝트(TAIPPP)에도 적용한  사례가 있

다(Daqian Lyu et al. 2020).

2주파 수신기는 1주파 수신기 대비 고가이며 하드

웨어 지연 검정 등 난해한 점이 많다. 따라서 저렴하고 

수요가 많은 1주파 Multi-GNSS 수신기를 활용한 실

시간 단독측위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

러나 1주파 Multi-GNSS 수신기를 활용한 실시간 단

독측위(SF-GNSS-RT-PP; Single Frequency GNSS 

Real Time Point Positioning)의 주요 과제는 2 주파

수 기반 전리층 지연 보정“의 대안으로 현재, Code 기

반 측위를 위한 모델 보정과 Code와 Carrier phase 조

합 기반의 알고리즘 보정 기법 등이 있다. 모델 보정에

는 Klobuchar 모델과 같은 BIMs(Broadcast Iono-

spheric Models)(Klobuchar J. A. 1987; Shuhui Li et 

al. 2017; Chen J. et al, 2017), NeQuick 모델(Nava, 

B. 2008) 및 NTCM 모델(Hoque M.M. 2015), IGS 해

석센터의 GIMs(Global Ionosphere Maps) 모델 등이 

있지만, 대기시간으로 실시간 활용이 어렵다(Roma- 

Dollase D. 2018).

최근에는 특정지역 내 GNSS 상시관측망을 활용하

여 GIMs 모델 대비, 지역에 적합하고 갱신 주기가 단

축된 전리층 지연 보정모델을 개발, 정지궤도위성기

반 보정시스템(SBAS) 또는 지역위성항법시스템

(RNSS)을 매개로 전리층지연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

법도 연구·적용되어 있다(Ju Hong et al. 2020; Liang 

Li et al. 2016).

알고리즘 보정방법에는 첫째, 1주파 Code 및 Carrier 

phase의 기본 방정식을 구성하고 전리층 지연 오차를 

BIMs 또는 GIMs 모델로 보정한 후, 정밀단독측위 해

석결과에 잔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차(대류층 지연, 

위성 및 수신기의 안테나 위상중심, Code 및 Carrier 

phase Bias, 조석영향, 지구회전영향 및 Phase Wind- 

Up)를 모델로 추가 보정한다. Code 또는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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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r 조합 의사거리 보정방정식을 최소제곱조정 

또는 확장 칼만필터로 일괄 해석하며 “비차감 비조합

(Undifferenced and uncombined)”라 한다.

둘째, 1주파수 Code 및 Carrier phase의 전리층 지

연 특성이 반대인 점을 활용, 평균방정식에 기반한 

GRAPHIC(Group and Phase Ionospheric Correc-

tion)기법으로 모호정수 해석을 위한 긴 관측자료가 

요구되나 모델보정 대비 높은 측위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Cai C. 2013; Montenbruck O. 2003).

셋째, GRAPHIC 모델에 Code 방정식을 추가하여 

잔여 전리층 지연오차를 보정 또는 추가 매개변수를 

도입하여 미지변수들을 일괄 해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 Multi-GNSS 위성시스템 인프라 환경의 안정

화와 이종 위성 및 신호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Cai 

C. 2015; Tegedor J. 2014; Bahadur B. 2018) 측위, 

항법 및 시간 정보 관련 응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시간 Multi-GNSS 위성조합활용의 분위기가 높아

지고 있다(Mahmoud Abd Rabbou 2017; Xingxing 

Li 2015). IGS(International GNSS Service)의 RINEX 

Working Group과 RTCM-SC104(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Services Special Com-

mittee 104) 공동 연구 그룹은 Multi-GNSS 신호의 

무결점 공급을 위해 전송 형식의 연구 개발을 공동 추

진해 왔고 2018년 11월 23일, RINEX 3.04 버전을 발

표한 바 있다(www.igs.org/rts, www.rtcm.org). 

RTCM-SC104 위원회는 2004년 이래로 GNSS 기

반 위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보정 메시지 표준’을 개

정해 오면서 2016년 10월 7일, RTCM 10403.3, 

Differential GNSS Services-version 3를 발표, Multi- 

GNSS 위성기반 실시간 측위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

하고 있다. 또한, 점점 다양화되는 이종 위성 시스템과 

신호의 GNSS 수신기 신호재현 표준안으로 MSM 

(Multiple Signal Message)를 고안, Multi-GNSS 부

분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IGS에서는 2013년부터 

IGS GNSS CORS 망을 활용한 Multi-GNSS 국제공동

관측(MGEX; IGS Multi-GNSS EXperiment)을 통해 

기준국 없이도 실시간 단독측위가 가능하도록 위성 

궤도 및 시계보정의 실시간(IGS-RTS; Real Time 

Service)서비스를 제공해 왔다(Montenbruck O. et 

al. 2017). IGS-RTS 서비스는 현재 IGS가 실시간 제

공하고 있는 Ultra-rapid(신호지연 15분, 위성궤도 

5cm RMS, 위성시계 RMS 3ns RMS) 보다 정확도가 

양호한 보정 정보로 NRCan(Natural Resources 

Canada), BKG(German Federal Agency for Carto-

graphy and Geodesy), ESA/ESOC(European Space 

Agency’s Space Operations Centre in Darmstadt, 

Germany)의 협력으로 제공된다(Junbo Shi et al. 

2017). IGS- RTS 보정정보는 과학실험, 지구물리탐

사, 재해 감지 및 경보, 기상예보, 시간 동기화, GNSS 

위성배치 파악 및 다양한 공익 분야 등에 응용된다

(www.igs.org/rts).

최근에는 전 세계 160여 개 GNSS CORS의 Multi- 

GNSS 위성관측자료, 다수의 Data center 및 10개의 

지역 해석 센터(AC; Analysis Center)에서 실시간 단

독측위를 위한 위성궤도, 위성시계, Code bias, 

Carrier bias, 전리층 및 대류층 지연 보정관련 오차보

정정보가 있는 상태공간보정정보(SSR; State Space 

Representation) 해석, 위성 및 인터넷망을 활용한 실

시간 배송(NTRIP; Network Transport of RTCM 

data over IP)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erhard Wübbena et al. 2017). 따라서 점차 고도화

되는 Multi-GNSS 위성측위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하

여 사용자 위치에 적합한 대기층 지연 보정용 정보를 

실시간 SSR 배송시스템에 연동한다면 수신기 1대만

을 활용한 실시간 단독측위의 정확도가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RT-PP는 기존 관측공간정보(OSR;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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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Representations)에 기반한 RTK 측위 기술과

는 달리 CORS 망의 설치나 기준점(망)과의 동시 관측

이 필요 없다. RT-PP는 Code 기반의 표준단독측위

(SPP; Single Point Positioning), Code와 Carrier 

phase 조합 기반의 정밀단독측위(PPP; Precise Point 

Positioning)로 세분화된다. 실시간 DGNSS 및 RTK 

측위방식은 1개 또는 다수의 기준국으로부터 RTCM 

정보 류(Streams)을 통해 기준국의 관측자료와 보정

값을 수신하고 차분기술을 적용하는 상대측위 기술이

다. 따라서 1주파 수신기를 활용할 경우, 모호정수 해

석을 위한 차분(Differenceing)기법의 대안으로 상태

공간보정정보 및 추가 보정모델을 활용, 개별오차를 

보정해야 한다. 2013년 이래로 IGS에서는 RTS 공개

서비스(실시간 위성 궤도/시계, 신호 Bias 및 전리층 

보정 등)를 제공해 왔으며 최근 Multi-GNSS 위성 인

프라 향상, SSR 보정값 산정 및 배송방식 등의 발전으

로 공개 및 상업 서비스(StarFire, Seastar, Apex/ 

Ultra, TerraStar, CenterPoint RTX, magicGNSS 등)

도 다양화되고 있어 RT-PP 측위의 활용성이 기대된

다(www.navcomtech.com, veripos.com, positio-

ningservices.trimble.com) SF-PPP에서 전리층 지

연과 추가 보정의 모호정수 해석을 통한 정밀단독측

위를 “PPP-RTK” 방법이라고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가형 1주파 Multi-GNSS 수신

기 사용자를 위한 RTCM-SSR 보정정보 기반, RT-PP 

측위의 정확도와 효용성을 검토 평가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비차감 비조합 RT-PP” 측위 알고리즘을 정

립, SSR 보정정보 배송을 위한 RTCM-104의 표준안

을 검토하고 IGS-RTS AC 센터 및 몇몇 연구기관의 

SSR 서비스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정적 및 동적 시험

장을 구성한 후, 저가형 1주파 Multi-GNSS 수신기를 

선정, 비차감 비조합 공개 해석 툴에 연계한 RT-PP 

측위(SPP, PPP) 및 비교 검토를 위한 실시간 상대측

위(Code 기반 DGPS 및 Code와 Carrier기반 RTK)를 

동시를 수행하였다. 특히, RTCM-SSR 보정요소 기반 

1주파 Multi-GNSS 실시간 단독측위의 효용성 검증

을 위한 다음 3가지의 세부 연구전략을 정립하였다. 

첫째, 정적 및 동적 시험장에 SSR 보정 서비스 별 가

용 위성신호를 활용, 실시간 GNSS 측량기법(SPP, 

PPP, DGNSS, RTK) 별로 위성조합에 따른 정확도를 

비교 고찰하였다.

둘째, Multi-GNSS 위성 중, 각기 1종 위성에만 SSR 

보정류를 적용하는 실시간 단독측위를 4종 위성에 대

해 동시 수행하여 “1종 위성 만에 의한 측위 정확도”

를 비교 고찰하였다.

셋째, 대기층 보정모델, 위성 궤도/시계 보정모델의 

SF-RT-PP 측위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

다. 정적측량 및 동적측량의 정확성 및 정밀성 검토는 

기준점 및 원형 트랙에 대해 사전 수행한 Network- 

RTK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특히, 동

적 관측은 드론기반 정사영상에 실시간 중첩하여 검

정궤적 대비 근접성 및 편차 특성을 분석하였고 PPP, 

RTK 측위의 경우, 모호정수의 수렴 시간도 고찰하

였다.

3. RT-PP 측위이론 및 SSR 보정서비스

Multi-GNSS 위성에서 전송된 1주파 Code

( ) 및 Carrier phase( ) 의사거리 관측방정식 모델

을 구성하면 각각 식 (1)과 식 (2)와 같다. 여기서 하단

첨자  및 는 수신기 및 위성신호의 주파수, 상단첨

자   및 는 각각 GNSS 색인(G: GPS, R: GLONASS, 

E: Galileo and C: BDS) 및 위성번호, 
 및 는 위성

∼수신기 간 기하거리 및 광속도, ·  및 ·   는 

수신기 및 위성시계 Offsets, 
 및 

는 대류층 지

연 및 주파수 의 전리층 지연 1차 항, 
  및 

는 주

파수 의 수신기 및 위성의 Code biases, 
  및 



는 각각 주파수 의 수신기와 위성의 위상(Phase) 

Biases, 
 및 

는 모호정수 매개변수 및 주파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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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파장, 는 관측값에 포함된 노이즈이다.

본 연구에서는 Carrier phase 기반 RT-PP 측위

(PPP, RTK) 해석과정의 모호정수(
) 해석에 

LAMDA 기법을 활용하였다.

식 (3) 및 식 (4)는 각각 식 (1) 및 식 (2)에 전리층보

정 모델(BIM-Klobuchar, NTCM, GIM 또는 SBAS, 

QZSS 등의 보정계수)을 적용, 전리층지연의 1차 항을 

보정 한 후, 구성한 비차감 Ionosphere-free LC 코드 

및 Carrier phase 관측방정식이다. 여기서 
 는 

Carrier phase bias(m), 
 는 비차감 Ionosphere- 

free LC 방정식의 위성과 수신기 Carrier phase 신호 

내 오차 요소 집합, 는 위성안테나 위상중심편위, 

과 는 각각 위성신호 수신기 도착시간 및 전송시간, 

은 수신기 안테나 위상중심편위, 
은 수신기 안테

나에서 위성방향의 LOS 벡터, 는 좌표계간 회전행

렬로 식 (5)와 같다. 수신기 및 위성의 안테나 위상중

심변동과 위상중심편위 조석(Earth/Sea tide), Phase 

windup 등의 보정을 통해 SF-PPP의 실시간 기본 관

측방정식을 구성한 후, 최소제곱조정 또는 확장 칼만

필터(EKF)로 해석한다. 여기서,  는 각각 고도각, 

천정각, 첨자 는 local 좌표계, Phase windup

() 성분, 는 상수이다(RTKLIB ver. 2.4.2 Manual 

NTRIP Caster Host
(Institution, Generator)

Mountpoint
(Bitrate)

Satellites -ORB(Orbit), -CLK(Clock)

ORB CLK
Code Bias VTE

C
TRO
P

Phase Bias Support 
Nav-systems
(2020. 4. 30) GPS GLO GAL BDS GPS GAL BDS

products.igs-ip.net
(CNES, BNC, 

old version ; CLK91)

SSRA00CNE0
(8000)

○ ○ ○ ○ ○ ○ ○ ○ ○ ○ GPS+GLO+GAL+BDS

products.igs-ip.net
(CNES, BNC,

old version ; CLK93)

SSRA01CNE0
(CLK93, 8000)

○ ○ ○ ○ ○ ○ ○ ○ ○ ○ GPS+GLO+GAL+BDS

products.igs-ip.net
(GFZ, EPOS-RT)

SSRA00GFZ0
(4800)

○ ○ ○ ○ ○ ○ GPS+GLO+GAL+BDS

products.igs-ip.net
(WHU, PANDA)

SSRA00WHU0
(3800)

○ ○ GPS+GLO+GAL+BDS

navcast.spaceopal.com
(Spaceopal, RETICLE)

CLKA0_DEU1
(500)

○ ○ ○ ○ ○ ○ GPS+GAL

madoca.ntrip-mgm.net
(JAXA, MADOCA)

MDC1
(1695)

○ ○ GPS+GLO+QZS

Table 1. Contents of RTCM SSR messages for real-time PPP provided by five analysis centers 
(CNES, GFZ, WHU, Spaceopal, and JAXA) 

  
   

   ·  ·                 (1)

  
   

   ·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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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RTCM 정보 류를 활용한 DGNSS 및 RTK 측위는 1

개소 또는 다수의 기준국으로부터 원 관측자료와 보

정값에 기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분측위는 RTCM 

표준 관측공간기반 측위로 1주파 수신기를 활용하는 

경우, 차분기술 대안으로 개별오차의 상태공간보정정

보를 활용한다. RTCM 표준에 의하면 RTS 보정류는 

SSR 보정 메시지로 가공되어 인터넷 기반 프로토콜

(NTRIP; Networked Transport of RTCM via 

Internet Protocol)를 통해 배송된다. RTCM의 표준안

에서는 SSR 메시지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보정값들

에 대한 Type 번호를 지정 관리하는데 1단계 SSR 정

보에는 위성궤도, 위성시계 및 Code bias 보정값들로 

“실시간 2주파 PPP(RT-DF-PPP)”에 유용하며, 2단

계 정보로는 VTEC 메시지로 “실시간 1주파 PPP(SF- 

RT-PP)”, 3단계는 STEC, 대류층보정 및 위성 Phase 

bias 보정정보로 신속한 모호정수 해석이 가능하여 

“PPP-RTK” 측위에 유용하다. IGS 해석센터에서 제

공되는 SSR 메시지는 대부분 1단계 상태로 서비스되

고 있다. 2013년 이래로 IGS에서는 공개 RTS 서비스

(실시간 위성궤도, 위성시계 및 기타보정 등)를 제공

해 왔는데 SSR 메시지의 위성궤도 및 시계보정 정보

는 IGS의 Ultra-Rapid 실시간 정보에 비해 우수한 것

으로 발표된 바 있다(Mohamed ElsobeieySalimAl-

Harbi 2016; Liang Wang et al. 2019). Multi- GNSS 

위성조합에 의한 SF-RT-PP 관측방정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식 (1)∼(4)에 포함된 제반 오차를 개별적으

로 보정해야 한다. 위성궤도, 위성시계오차, Code/ 

Phase bias, VTEC(Vertical TEC) 및 대류층 지연 보

정을 위한 보정 정보는 IGS-RTS 해석센터 및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상업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 기

본적으로 RTCM SC-104의 표준 SSR 메시지를 인터

넷 NTRIP를 중개로 수신한다.

Table 1은 해석센터(AC)별 PPP를 위한 RTCM ver 

3.* 형식으로 제공되는 SSR 보정 서비스의 내용을 요

약 정리한 것이다. 제공되는 SSR 정보는 해석센터 별

로 가용위성, 보정류 내용 등이 상이하며 센터 상황에 

따라서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NES(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의 PPP- 

WIZARD 프로젝트(www.ppp-wizard.net)에서 GFZ, 

NrCan caster로 부터 취득한 관측자료를 BKG의 

BNC 툴을 활용, 제반 변수에 대한 KF 해석으로 부터 

산출한 SSRa00CNE0 보정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외

에 WHU의 WHU0, Spaceopal사의 NAVCAST 

(spaceopal.com/navcast), 일본 JAXA의 MADOCA 

(Multi-GNSS Advanced Demonstration tool for 

Orbit and Clock Analysis) SSR 서비스(ssl.tksc.jaxa. 

jp/madoca/public/public_index_en.html, Shaocheng 

Zhang 2019)도 활용하였다. IGS의 RT-PP 측량용 

SSR 보정류는 2020년 5월 현재, 약 85%가 GPS+GLO 

위성에 편중되어 서비스 중이다. 특히, CNES는 위성

궤도, 위성시계, Code bias 및 Phase bias 외에 VTEC

를 유일하게 서비스하였으나 2020년 3월 말부터 

IGS-RTWG-232 계획에 따라 개편(streams Mount 

Point 명칭 및 서비스 메시지 확대 준비 등)되면서 

VTEC 보정 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Spa-

ceopal의 NAVCAST은 지역 특화 VTEC 정보가 포함

되어 있다. 특히, 중국 BDS 위성의 SSR 정보는 

BDS-3 단계 위성이 2020년 말 완성되므로 IGS의 완

전한 SSR 서비스는 2020년 이후로 예상된다.

Table 2는 본 연구의 SF-RT-PP 측위 과정에서 추

가로 적용한 오차 요소와 보정모델을 요약한 것이며 1

주파 실시간 측위임을 감안, Earth/Sea tide 보정은 고

려하지 않았다.

4. 관측 및 자료처리

Figure 1은 RTCM-SSR 보정요소 기반 조합 Multi- 

GNSS SF-RT-PP 측위의 효용성 검증을 위해 구성한 

정적 및 동적 검증 시험장 전경이다.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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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측량(20분 관측) 및 Network-RTK (VRS) 동적

측량(epoch = 1sec.)을 수행하여 원형 공원 내 중앙점

에 정적측량용 기준점 1점, 원형 산책로 주변에는 동

적측량용 기준궤적(반경 약 33m원)을 구성하였다

(Kang Joon Oh, Lee Yong Chang. 2019.)

Figure 2는 시험망 현황으로 중앙점은 정적측량의 

기준점(위도 : 37°22′14.080″, 경도 : 126°37′53.862″ 

및 타원체고 : 30.812m, N : 530203.759m, E : 

167370.375m), 동적 측량용 기준궤적은 원형 트랙에 

인접한 내부 경계선상의 점으로 표현하였다.

원형트랙에 대한 동적측량궤적의 근접성 확인을 위

해 DJI사의 Phantom 4 Pro 드론을 활용, 86매의 사진

(종·횡중복도 85%, 촬영고도 60m, 5472x3648)을 

Pix4D Mapper로 해석한 정사영상(4점의 점검점 평

균 정확도 1.8cm)을 밑그림으로 활용하였다(Lee 

Yong Chang, Kang Joon Oh. 2019).

2020년 4월 23일 ∼ 4월 28일 기간 중, Table 3 제원

의 Ublox 사 M8T 1주파 GNSS 수신기 4대를 동시 활

용하여 “2절”에 따른 경우별, SF-RT-PP의 효용성 검

증실험을 기획하였다.

SF-RT-PP 정적측량의 1세션은 평균 약 5분, 원형

Static surveying of Base 
point

Ublox M8T patch Antenna 
setup at base point

Kinematic surveying of base 
track using VRS, R8 receiver

Ublox M8T SF-GNSS 
receivers

Figure 1. View of data collection at Field surveying

Kinematic surveying with back pack antennas and 
Kinematic surveying on route track

Base point for static surveying and Circle track : 
Kinematic surveying route

Figure 2. Kinematic tracking and test field con-
figuration

트랙의 동적 측량은 약 6분으로 Figure 2의 상단과 같

이 백팩의 폴(pole) 상에 4대의 SF-GNSS 안테나를 

설치하고 평상 보폭으로 진행하면서 측량(고도각 

Additional errors Correction Models

Ionosphere correction Klobuchar model or SBAS

Troposphere correction Saastamoinen model

Satellite Ephemeris/ 
Clock

Broadcast+SSR_APC

Satellite/Receiver
Antenna PCV file

igs14.atx

DCB Data file CODE.DCB

EOP Data File EOP_eopc01_eop_IAU2000

Phase Windup To consider

Ocean/
Atmospheric loading

Not considered

Earth/Sea Tide Not considered

Table 2. Correction models for additional errors 
correction in PP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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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하였다. 정적 및 동적측량 시 측점의 높이는 타원 

체고를 기준으로 하며 안테나 높이를 보정하였다. 원

형 트랙 주변에는 출발점 부근에 높이 약 5m의 정자, 

트랙 주변에는 3m∼5m의 가로수가 평균 5m 간격으

로 식재된 상태이며 4월 초의 절기상 잎 크기는 작은 

편이다. 또한, RTK 및 DGNSS의 정적/동적 측량용 기

준국은 시험장 인근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의 GNSS 

상시관측소(인천, INCH)의 BINEX 파일을 활용하였

다.(gnssdata.or.kr. 2020). M8T GNSS 원 관측자료는 

Ublox사의 U-Center를 활용하여 Com Port로 송출

한 후, RTKLIB의 RTKNAVI(demo5_b33c,  rtkexplorer. 

com, 2020) 공개 툴로 RT-PPP 해석을 수행하였다.

5. 비교분석

NTRIP 전송기반 SF-RT-PP 측위를 위한 RTCM- 

SSR 보정 정보(Table 1)를 활용하여 세부연구전략별 

정적 및 동적측량을 수행하고 실시간 측위에 대한 경

우별 측위 정확도를 비교 고찰하였다.

5.1. GNSS 측량기법별 SSR보정류 측위특성

Table 4는 중앙 기준점 상에 M8T용 SF-GNSS 안

테나 4대를 원형 스트립 상에 동시 설치한 폴을 정치

한 후, 4개 공급기관의 SSR 보정류를 Multi-GNSS 측

량기법(SPP, DGNSS, PPP, RTK)에 적용, 실시간 정적

관측을 수행하고 위도(Lat.), 경도(Lon.) 및 타원체고

(Eh.) 성분별 평균절대편차(MAD, Mean Absolute 

Deviation)를 정리한 것이다.

SSR 보정류 중, 4가지 위성의 위성궤도 및 위성시계 

보정 정보를 제공하는 CNE0 SSR의 경우, 위도 및 경

도 성분에서 4가지 측량기법 모두, 1m 내외의 수평 편

차를 나타내어 U-Blox M8T 수신기의 공칭 정확도

(2.5m CEP) 대비 양호한 수평위치를 나타내었다. 고

도성분을 제외하면 4가지 SSR 보정류 중, CNE0 SSR

※ Unit : Lat.(sec), Lon.(sec), Eh.(m)

SSR Provider 
(Mount Point)

CNES
(-A00CNE0)

WHU
(-A00WHU0)

NAVCAST
(CLKA0_DEU1)

MADOCA
(MDC1)

Number of 
available Sat.

15∼20 4∼11 5∼14 11∼12

SPP

Lat. 0.029 0.070 0.019 0.034

Lon. 0.036 0.033 0.043 0.043

Eh. 5.246 6.105 4.150 3.809

PPP

Lat. 0.029 0.208 0.017 0.054

Lon. 0.051 0.070 0.077 0.070

Eh. 21.347 15.956 20.617 20.189

DGNSS

Lat. 0.023 0.090 0.035 0.026

Lon. 0.028 0.083 0.041 0.041

Eh. 2.045 2.915 1.983 2.499

RTK

Lat. 0.003 0.016 0.002 0.004

Lon. 0.006 0.055 0.006 0.011

Eh. 0.221 1.828 0.161 0.282

Table 4. MAD of 3D coordinates components 
by Multi-GNSS static positioning methods (SPP, 
DGNSS, PPP, RTK) at base station using SSR 
products from four analysis centers
(CNES, GFZ, WHU, Spaceopal, and JAXA)

Items Features

Receiver
type

72-channel U-Blox M8 engine
GPS/QZSS L1 C/A, GLONASS L10F, 
BDS B1, SBAS L1 C/A: WAAS, EGNOS, 
MSAS, GAGAN, Galileo E1B/C

Position 
accuracy

2.5 m CEP (Autonomous)

Interface
(protocol)

NMEA, UBX binary, RTCM

Raw data
and IMES

Measurement data GPS, GLONASS, 
BeiDou, SBAS and QZSS(Carrier phase; 
Code phase & pseudorange; Doppler)

Antenna
u‑blox ANN‑MB multi‑band(L1, 
L2/E5b/B2I) active GNSS antennas 

No. of 
concurrent

GNSS

3(GPS, GAL, QZSS, SBAS = 1 channel, 
GLO = 1 channel, BDS = 1 channel)

Table 3. U-Blox M8 Timing GNSS Evaluation Kit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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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체로 양호한 서비스로 나타났다. WHU의 WHU0

는 타 SSR 대비 보정정보 수신 상태가 불안전하여 

RTK 측위에서는 13분 이상 측위 불량 구간이 발생되

었고 모호실수 상태로 측량이 수행되었다. 특히, Code

기반 측위인 SF-SPP, Carrier phase를 활용하는 

SF-PPP의 경우, 상대측위(DGNSS, RTK)기법 대비, 

수평성분은 대등한 반면, 고도성분에서 SF-SPP 대비 

2.5∼5배 큰 편차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SF-PP 연구동

향에 근거 본 연구에서 활용한 SSR 보정정보 내, 관측

지점에 적합한 전리층 지연 보정의 미비, 이종 위성신

호의 조합 활용에 따른 Code와 Carrier phase 신호 

Bias 보정 미흡 및 Carrier phase의 모호실수 영향 등

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RTK 정적

측위에서 SSR 보정정보 별 모호정수화 소요시간은 

CNE0 533sec 대비 NAVCAST 73sec 및 MADOCA 

46sec(초기화 이후 실수/정수 변화 반복)으로 MADOCA  

SSR이 신속한 모호정수가 이루어졌다. 반면, 타 SSR 

대비 고도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전리층 지연 관련 

모호실수와 정수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현

재 상업용을 제외한 RT-PPP 측량용 SSR 공개 서비

스 대부분은 위성궤도/시계 보정에 편중되고 2주파 

수신기에 특화된 관계로 보통력(BrC; Broadcast)을 

적용한 실시간 측위결과 대비 현격한 정확도 향상이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실시간 보통력에 비

해 SSR 보정력 자체의 정확도는 양호하지만 상대적으

로 위성궤도시계 보정보다 큰 오차(전리층 지연 등)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Multi-GNSS 기반 SF-RT-PP 측위 정확도

의 향상을 위해서는 SSR에 이동국에 적합한 전리층 

지연보정의 확충, 1주파 P codeless 수신기용 신호 

Bias 보정 및 대류층 지연 보정의 추가 대안이 수평은 

물론, 특히 고도성분의 측위 향상에 중요 요소로 검토

되었다.

Figures 3 ∼ 6은 원형 동적 시험장에 4개소 공급기

관(CNES, WHU, Spaceopal, JAXA)의 SSR 보정정보

를 적용한 Multi-GNSS 실시간 측량기법(SPP, 

DGNSS, PPP, RTK)별 실시간 2차원 원형 트랙을 드

론기반 정사영상에 각각 중첩한 것이다. WHU의 

WHU0 SSR 보정 정보는 동적측량 기간 중, NTRIP를 

통한 정보전달 과정에서 SSR 정보의 수신상태가 원활

치 않아 동적측량에서는 GFZ의 GFZ0 SSR 정보로 대

체 적용하였다. 동적측량에서 각 동선 별 고도성분 분

석은 정적측량의 고도편차 등을 감안, Multi-GNSS 

SF-RT-PPP 경우 한하여 고찰하였다.

Figure 3은 Code 기반 Multi-GNSS SF-RT-SPP 

측위의 동선을 나타낸 것이다. 동적 측량의  출발점은 

좌측 상단부 정자 하단(다수의 측점이 있는 곳)에서 

반시계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동적 측량 수행 중, 평균 

위성 대수는 SSR 보정 별로 각각 CNES 19대, GFZ 18

대, NAVCAST 14대, MADOCA 11대로 평균 PDOP은 

4가지 경우, 모두 1.0이었다. 4가지 경로는 평균 약 2m 

편차(산책로 폭 : 약 1.6m)를 보였고, 특히, 좌측 정자

(높이 : 약 5m) 트랙 종료 부근(작은 반원형)에서 가장 

큰 편차를 보였는데 이는 산책로 주변의 정자 높이(약 

5m)와 주변의 높은 수목에 의한 순간 신호단절이 주

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Figure 4는 SSR 보정류 4가지를 SF-DGNSS 동적 

측량에 적용한 실시간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각 동선 

간 편차는  Code 기반 상대측위로 인한 오차보정으로 

SF-SPP 측위 대비, 작게 나타나 있다 특히, CNES(적

색)와 NAVCAST(청색) 간의 근접성을 확인할 수 있

다. GFZ의 경우 상단 중앙부에서 큰 편차가 발생되었

는데 타 SSR의 경로가 정상인 점을 고려하면 SSR 보

정값 자체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Figure 5는 4가지 SSR의 Code 및 Carrier기반 

Multi-GNSS SF-RT-PPP 측위 기법을 적용한 동선

으로 각 SSR 경로의 측점 분산도는 앞선 SPP 및 

DGNSS 트랙 대비, 대체로 정밀하게 나타났지만, 정확

도 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본 경로에서 남서 편향의 1m 

∼ 3m 편차 범위를 보였다. 이는 Code 신호만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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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위에 비해 Carrier 신호를 조합 활용한 결과로 사

료된다. GFZ SSR의 경우 CNES 대비, 가용위성의 종

류는 GNSS 위성 4가지로 동일하지만, 서측 시작부에

서 경로 차가 3m 이상 발생되었다. 또한 북동 방향의 

각 SSR 경로 간 편차는 다른 장소에 비해 작지만, 본 

경로 대비 1.5m ∼ 3m의 절대 편차를 보였다. 이는 원

형 트랙 주변의 수목과 정자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위성

신호의 단절 영향도 있겠지만, “SSR 정보 류의 종합 

원인”(가용 보정위성의 종류, 위성궤도/시계 보정정

보 산출에 활용된 GNSS 상시관측소(망) 조건, 특히, 

전리층 보정 정보의 제공, 모호정수화 상태)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은 동적 시험장의 Network-RTK 측량에 

의한 타원체고 트랙을 기준으로 Figure 5의 4가지 

SSR 경우의 원형 트랙에 대한 타원체고를 도시한 것

이다. 4가지 타원체고 분포는 Network-RTK 타원체

고 대비 평균 약 22m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이는 

Table 4의 PPP 정적측량에서 나타난 고도성분의 평

균절대편차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공통적으로 4

가지 SSR 정보에서 전리층 지연 보정 미비, 이종 위성

신호 간 Bias 및 전송파 위상 모호실수 등의 종합적 원

인으로 판단된다.

Figure 7은 4가지 SSR 정보를 SF-RTK 상대측위 

기법에 적용한 동선으로 MADOCA SSR 동선의 약 

1.6m 서편 편위를 제외하고 3가지 SSR 보정정보의 경

로는 본 경로 대비 10cm 이내의 절대오차로 매우 근

접한 트랙을 보였다. 특히, 경로 시작점에서 4가지 S

SR의 모호정수화 소요시간 및 평균위성 대수는 

CNES, GFZ, Spaceopal, 및 JAXA 각각 616sec(16대), 

335sec(15대), 316sec(11대) 및 166sec(11대)로 

MADOCA 서비스(가용 위성 : GPS, GLONASS, QZSS)

에서 SSR 보정류 중, 가장 빠른 모호정수 초기화가 진

행되었다. 트랙에 대한 동적 측량은 모호정수 초기화 

직후 시작하였고 MADOCA의 경우, 궤적 완료 부근에

(Track width=1.6m)

 Red : CNES  Green : GFZ 

 Blue : NAVCAST  Black : MADOCA 

Figure 3. Ground tracks of the circle test fileld 
by Multi-GNSS SF-RT-SPP Positioning method 
using SSR products from four analysis centers 
(CNES, WHU, Spaceopal, and JAXA)

(Track width=1.6m)

 Red : CNES  Green : GFZ 

 Blue : NAVCAST  Black : MADOCA 

Figure 4. Ground tracks of the circle test fileld 
by Multi-GNSS SF-RT-DGNSS Positioning method 
using SSR products from  four analysis centers 
(CNES, GFZ, Spaceopal, and J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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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호실수로 변경되었으나 대체로 경로의 정밀성은 

앞서 수행된 3종의 측량방법 대비 우수하였다. 특히, 

MADOCA 서비스는 정적 측량에서도 모호정수화 과

정에서 고정해와 유동해가 반복되었지만, 산책로 너

비(약 1.6m)만큼 서 편향 편위는 SSR 정보 류의 종합 

원인으로 판단된다.

5.2. GNSS 1종 위성만의 SSR기반 SPP

Table 5는 Multi-GNSS 위성의 인프라 환경 향상

으로 4종의 GNSS 위성 중, 각 1종 위성만을 대상으로 

SSR 보정정보와 보통력을 적용한 경우에 대해 관측한 

개별 위성의 3D 좌표 성분별 평균절대편차를 정리한 

것이다. SSR 보정정보는 “5.1절”에서 상대적으로 양

호한 수평위치를 제공한 CNES의 CNE0를 활용하였

고 BDS 위성의 경우는 BDS-2 및 BDS-3 위성의 혼재

와 RTKNAVI 공개해석 툴 상의 BDS SSR 보정정보 

적용 시 오류 등으로 보통력만 적용하였다. 

앞선 연구내용과 같이 위성궤도/위성시계 보정 요

소만 제공하는 SSR 정보를 적용할 경우, GPS, 

GALILEO 개별위성 측위 정확도는 보통력과 유사하

게 나타난 반면, GLONASS 단독측위는 보통력 대비 

SSR 정보 류를 활용한 경우가 3D 좌표 성분 모두 향

상된 결과를 보였다.

(Track width=1.6m)

 Red : CNES  Green : GFZ 

 Blue : NAVCAST  Black : MADOCA 

Figure 5. Ground tracks of the circle test fileld 
by Multi-GNSS SF-RT-PPP Positioning method 
using SSR products from four analysis centers 
(CNES, GFZ, Spaceopal, and JAXA)

Figure 6. Ellipsoidal height distribution of the 
circle test field by Multi-GNSS SF-RT-PPP Posi-
tioning method using SSR products from four 
analysis centers (CNES, GFZ, Spaceopal, and JAXA)

(Track width=1.6m)

 Red : CNES  Green : GFZ 

 Blue : NAVCAST  Black : MADOCA 

Figure 7. Ground tracks of the circle test fileld 
by Multi-GNSS SF-RT-RTK Positioning method 
using SSR products from four analysis centers 
(CNES, GFZ, Spaceopal, and J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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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은 동적측량용 트랙을 대상으로 CNES의 

CNE0 SSR 보정정보를 개별 GNSS 위성에 연계하여 

획득한 4종 위성의 RT-SPP 동선을 정사영상에 중첩

한 것이다. 개별위성에 동적 SF-RT-SPP 측위에서도 

“5.1절” 연구내용과 유사하게 고도성분에서 공통적으

로 큰 편차를 보였다. 반면, 수평위치의 경우 GPS 및 

GLONASS 단독 측위의 경로간  편차는 1.5m 이내로 

타 위성 대비 근접성을 보였다. SSR 보정정보를 활용

한, GPS, GALILEO 및 GLONASS 대비 보통력을 적용

한 BDS(검정색)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위성대수가 

활용되었으나 3차원 위치 정확도는 매우 큰 편차로 나

타났다. 따라서 Multi-GNSS 위성 인프라 환경 조성

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4가지 GNSS 위성의 1종 위

성만으로도 SF-SPP 측위가 가능하며 “SSR 정보 류

의 종합 원인”을 보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제공된

다면 SF-RT-PPP 정밀측위의 조기 실현이 가능할 것

이다.

5.3. SF-RT-PP 측위에서 SSR 보정류의 영향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SBAS위성은 현재, 일본

의 MTSAT, 인도의 GAGAN 으로 MTSAT의 경우, 일

본지역에 특화된 전리층 및 대류층 지연 보정 정보를 

송출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Ublox 사의 M8T 

SF-Multi-GNSS 수신기는 P1 code가 복제되지 않는 

저가형 수신기이므로 여러 이종 위성의 조합 활용 시,  

위성신호 간 Bias(DCB 및 DPB) 보정이 어렵다. 본 절

에서는 이종 위성 간 조합에 앞서 1종 위성(GPS 단독)

의 1 주파 신호만을 활용한 RT-SPP 측위를 전제로 3

가지 오차(전리층지연/대류층 지연 및 위성궤도/시

계)의 보정모델에 적용에 따른 별도 session의 SF- 

RT-PP 측위 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Table 6은 정적측량용 기준점을 대상으로 GPS 위

성만을 활용한 Code 기반 SF-RT-PP 측위에서 SBAS 

위성의 전리층 보정 및 CNES SSR 보정류 적용에 따

른 3차원 좌표성분의 평균절대편차(MAD)를 정리한 

것이다. Code 기반 SF-RT-SPP 측위의 경우, 위성궤

도/시계 보정관련 보통력(BrC)과 SSR 보정 간 효과는 

미미하였다. 반면, 전리층 보정의 경우는 Klobuchar 

모델에 비해 SBAS 보정 정보를 활용한 경우가 높이에

서 약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 효과를 공통적으로 확

※  Unit : Lat.(sec), Lon(sec), Eh.(m)

Satellites
GPS
(7)

GALILEO
(6)

GLONASS
(6)

BDS
(9)

CNE0 
(SSR)

Lat. 0.036 0.075 0.029

Lon. 0.045 0.075 0.051

Eh. 5.808 7.733 3.392

Broad
-cast

Lat. 0.029 0.073 0.033 0.163

Lon. 0.040 0.067 0.122 0.088

Eh. 5.178 7.679 3.845 6.968

Table 5. MAD of 3D coordinates components 
by individual GNSS satellite’s SF-RT-SPP Posi-
tioning method using SSR products from  CNES 
analysis center at base station

(Track width=1.6m)

 Red : CNES  Green : GFZ 

 Blue : NAVCAST  Black : MADOCA 

Figure. 8 Ground tracks of the circle test fileld 
by individual GNSS satellite’s SF-RT-SPP Posi-
tioning method using SSR products from CNES 
analysis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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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류층 지연의 경우 보통력과 

SBAS 보정 간, 적용효과간 편차가 작았는데 이는 일

본지역의 대류층 지연 보정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SBAS의 전리층 지연 영향의 고도성분 정확

도 향상을 통해 Multi-GNSS-SF-RT 조합측량 시, 

위성궤도 및 위성시계 보정정보 외에 전리층 보정 및 

대류층 지연 보정 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면 저가 1주

파 Multi-GNSS 수신의 조합 활용을 통한 실시간 정

밀절대측위의 정확도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Code와 

Carrier phase 조합기반의 PPP 측위에서는 전리층 정

밀 보정 유무에 따른 1주파 신호의 모호정수 해석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밀한 실시간 전리층 보정 서비

스가 절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1,600여 GNSS 상시

관측소를 활용한 전리층 및 대류층 보정 정보를 QZSS 

위성에 제공하여 RTK 측위의 차선 기법으로 정밀단

독측위서비스(CLAS, 3D RMS = 10cm급)을 제공하

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 방안으로 국내 8개 기관의 상

시관측소 170여 점을 활용한 정밀 전리층 지연보정 

해석과 조만간 실용화 될 KASS 위성 중계의 실시간 

서비스가 기대된다.

6. 결론

본 연구는 가장 수요층이 많은 저가형 1주파 GNSS 

위성 수신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위한 정적 및 동적 환

경에서 4가지 Multi-GNSS 측량기법에 RTCM-SSR 

보정류를 적용하고 위성의 1주파 실시간 단독측위

(SF-RT-PP)의 효용성과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

를 위해, 실시간 Ntrip 전송기반 IGS AC, 유럽 및 일본

의 RTS-SSR 보정 서비스 별 측위정도, Muti-GNSS 

시대 1주파 1종 위성만의 측위정도, Multi-GNSS 

RT-SPP 측위에서 전리층지연 및 위성궤도/시계 보

정 모델 적용에 따른 실시간 정적 및 동적 측량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SSR 보정류를 4가지 Multi-GNSS 측위 기법

에 연계하여 정적 및 동적 시험장에 적용한 결과, 

CNES의 SSRa00CNE0 서비스의 측위 결과가 2차원 

좌표 성분에서 다른 SSR 보정류에 비해 양호한 결과

를 제시하였다.

둘째, Multi-GNSS 위성의 Carrier를 활용한 SF- 

RT-PP 측위 결과, 공통적으로 고도성분에서 큰 편차

가 발생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공개형 SSR 

정보가 위성궤도 및 위성시계에 편중된 2주파 신호 중

심의 보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고 비차감 비조합 

전리층 지연보정에 다른 SF-RT-PPP해석에서 전리

층지연 보정과 이종 위성조합에 따른 신호 Bias 보정

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Multi-GNSS 위성의 인프라 환경 향상으로 4

종의 GNSS 위성 중, 각 1종 위성만을 대상으로 SSR 

보정정보와 보통력을 적용한 정적 및 동적 환경의 

※ Unit : Lat.(sec), Lon.(sec), Eh.(m)

Correction constraints of 
Ionosphere, Troposphere, 
and Sat’s Ephemeris/Clock

MAD of 3D coordinates 
components (SVs=7)

Lat. Lon. Eh.

Klob+Saas+BrC 0.039 0.023 6.064

Klob+Saas+(BrC+SSR) 0.034 0.035 9.362

Klob+SBAS+BrC 0.039 0.023 6.145

Klob+SBAS+(BrC+SSR) 0.034 0.035 7.451

SBAS+Saas+BrC 0.043 0.025 2.753

SBAS+Saas+(BrC+SSR) 0.043 0.041 4.051

SBAS+SBAS+BrC 0.043 0.025 2.794

SBAS+SBAS+(BrC+SSR) 0.042 0.042 4.150

Klob : Klobuchar model,
Saas : Saastamoinen model, 
BrC : Broadcast ephemeris/clock,
SBAS : MTSAT-2(prn 137)

Table 6. 3D coordinates components’s MAD by 
GPS only SF-RT-SPP Positioning method accor-
ding to the application of ionospheric correction 
and SSR products from CNES analysis center 
at bas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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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T-SPP 측위 결과, 최근 Multi-GNSS 위성 인프

라 환경 조성과 함께 4가지 GNSS 위성 중, 1종 위성만

으로도 SF-SPP 측위가 가능하며 “SSR 정보 류의 종

합 원인”을 보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제공된다면 

SF-RT-PP 정밀측위의 조기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GPS 위성의 1 주파 신호만을 활용한 RT-SPP 

측위에서 3가지 오차(전리층지연/대류층 지연 및 위

성궤도/시계)의 보정모델에 적용에 따른 측위 결과, 

Code 기반 SF-RT-SPP 측위의 경우, 위성궤도/시계 

보정관련 보통력과 SSR 보정 간 효과는 미소한 반면, 

전리층 보정의 경우는 Klobuchar 모델에 비해 SBAS 

보정 정보를 활용한 경우가 높이에서 약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 효과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2020년 말 BDS의 인프라 완성되면 Multi- 

GNSS 위성의 실시간 전리층지연보정(VTEC, STEC) 

및 지역 기상특성을 반영한 SSR 3단계 서비스까지 진

행될 경우, SF-RT-PPP 활용성이 기대되며 특히, 국

내 GNSS 상시관측소 자료 해석을 통한 실시간 전리

층 및 대류층 지연 보정정보가 2023년 1월 서비스 예

정인 KASS 위성을 매개로 서비스할 경우, 국내 여러 

산업부문의 다양한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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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Multi-GNSS 위성시스템 인프라 환경의 안정화와 이종 위성 조합 활용에 대한 효용성이 입증
되면서 측위, 항법 및 시간 정보 관련 응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시간 Multi-GNSS 조합 활용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장 수요층이 많은 저가형 1주파 GNSS 위성 수신기 사용
자를 대상으로 정적 및 동적 환경에서 4가지 Multi-GNSS 측량기법에 RTCM-SSR 보정류(streams)를 
적용, Multi- GNSS 위성의 1주파 실시간 단독측위(SF-RT-PP)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대응 과제를 도출
하는 것이다. SSR 보정류를 4가지 Multi-GNSS 측위 기법에 연계하여 정적 및 동적 시험장에 적용한 
결과, CNES의 SSRa00CNE0 서비스가 2차원 좌표성분에서 다른 SSR 보정류에 비해 양호한 결과를 제
시하였다. Multi-GNSS 위성의 Carrier를 활용한 SF-RT-PP 측위 결과, 공통적으로 고도성분에서 큰 편
차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 규명 및 SF-RT-PPP 측위에서 비차감 비조합 전리층 지연보정과 이
종 위성조합에 따른 신호 Bias 보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Multi-GNSS 위성의 인프라 
환경 향상으로 4종의 GNSS 위성 중, 1종 위성만으로도 SF-SPP 측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GPS 위성의 1주파 신호만을 활용한 RT-SPP 측위에서 Code 기반 SF-RT-SPP 측위의 경우, 위성궤도/
시계 보정관련 보통력과 SSR 보정 간 효과는 미소한 반면, 전리층 보정의 경우는 Klobuchar 모델에 
비해 SBAS 보정 정보를 활용한 경우가 높이에서 약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 효과를 공통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2020년말 Galileo 및 BDS 위성 인프라가 완성되면서 Multi-GNSS 위성의 지역 특
성이 반영된 실시간 전리층지연 및 기상특성을 반영한 SSR 조정 서비스가 진행될 경우, SF-RT-PPP 활
용성 및 여러 산업부문의 다양한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어 : Multi-GNSS, RTCM-SSR, SF-RT-PP, Ionospheric Delay, SBAS Corr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