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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scheme to improve the position accuracy using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Then we configure the real-time DGPS environment with use of NTRIP currently being in service on 
the DGNSS central office of MLTM(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ation). And we verify the improvement of 
position accuracy and the continuity of GPS correction data through the DGPS test in Chungbuk line and Joongang 
line.

1. 서론

  위성항법시스템(GN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를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용중인 대표적 시스템으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들 수 

있다[1]. GPS는 미국방성 소유의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측량 및 측지, 다양한 교통분야의 항법, 국방 및 

우주항공분야의 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GPS외 현재 운용중인 다른 위성항법시스템으로

는  러시아의 GLONASS가 있으나 현재 21개의 위성만이 이용가능한 상태로 시공간적으로 부분적인 측

위서비스만 가능한 상황이다[2]. 또한 현재 개발 중에 있거나 계발계획이 있는 신규 위성항법시스템으

로는 유럽연합의 GALILEO와 중국의 COMPASS, 일본의 QZSS, 인도의 IRNSS가 있다. GALILEO는  

2013년 FOC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GALILEO 프로젝트의 참여를 

확정하여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위성항법기반기술을 열차제어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철도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3년 내에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인 GALILEO에 중

점을 두고 철도적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3]. 

 철도분야에서 위성항법기술의 활발한 적용을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을 통한 위치정확도의 개선과 항

법위성이 가시성이 불량한 환경(터널 등)에서도 연속적으로 위치결과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가시성이 불량한 환경에서는 위성항법수신기 외 차륜센서, 관성센서, 도플레레이더센서 등의 보완 센서

를 통합 적용하면 연속적인 위치결과의 확인이 가능하며, 위성항법에서의 위치정확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준국 정보를 활용하는 보정항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측위정확성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방안을 조사하고, 현재 국내

에서 서비스 중인 NTRIP 서비스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충북선과 중앙선 구간에서 NTRIP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간 DGPS 시험을 통해 측위정확성의 개선 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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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fferential GNSS

 위성항법시스템은 지구 중궤도에 위치한 항법위성으로부터 송출되는 신호가 위성항법수신기에 도달할 

때 까지 소요되는 지연시간을 측정하는 전파항법시스템으로 전파의 전달지연과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구

조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다. 먼저 전파의 전달지연오차는 이온층, 대류층 등 대기권에 의

한 전파지연과 수신기의 수신환경에 따라 위성신호의 반사에 의한 다중경로오차가 있으며, 기타오차로

서 위성 시각 및 궤도오차, 수신기 시각오차 및 잡음오차 등이 있다. 상기 오차요소 중에서 이온층, 대

류층 등 대기권에 의한 전파지연오차는 Differential GNSS에 의해 보정이 가능하며, 보정정보 제공 주

체에 따라 위성을 통한 광역보정시스템인 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와 지상의 기

준국을 통한 보정시스템인 GBAS(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로 구분된다[1].

2.1 Differential GNSS 개념

 Differential GNSS는 이미 알려진 기준 위치에 기준국용 GNSS 수신기를 설치하여 기준국의 위치정보

와 기준국에서 수신된 GNSS 위성신호를 비교하고 GNSS 위성신호에 포함된 오차를 계산하여 위성항법 

위치정확성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Differential GNSS는 위성신호에 포함된 오차를 계산하여 보정정보로 

전송하는 기준국과 기준국의 보정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감시국, 그리고 모든 DGNSS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국으로 구성된다.

2.2 Differential GNSS 국내 현황

 국내에도 Differential GNS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DGNSS 서비스로 국토해양부 소속

의 위성항법중앙사무소와 국토지리정보원 GPS 기준점 서비스가 있으며,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GPS 보

정정보를 서비스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 소속 위성항법중앙사무소에서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1995

년 5월 서해권 서비스를 시작으로 2001년 동, 남해권에 서비스를 확장하였으며, 2009년에 6개의 내륙

기준국 구축을 완료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총 17개의 DGN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보정정

보 서비스는 후처리용도의 RINEX 포맷 보정정보 제공 및 RTCM SC-104 포맷형식에 따라 중파(283.5 

~ 325KHz)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말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을 이용한 보정정보 서비스인 NTRIP을 시범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4]. 

그림 1. 국토해양부 위성항법중앙사무소 서비스 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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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TRIP

 NTRIP(Networked Transport of RTCM via Internet Protocol)은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RTCM 위성항법 보정정보를 인터넷 네트워크 망으로 전송하여 보정하는 기술로서 2004년 독일 지리원

(BKG)에서 개발되었다[5]. NTRIP은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인터넷 접속을 통해 위성

항법 보정정보의 수신이 가능하므로 기존 중파신호를 매체로 하여 위성항법 보정정보를 전송하는 방식

에 비해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위성항법 보정신호의 수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4]. 

NTRIP의 구성은 NTRIP 소스, NTRIP 서버, NTRIP 클라이언트, NTRIP 캐스터로 구분할 수 있다. 여

기서, NTRIP 소스는 위성항법 기준국이 되며, 항법위성의 보정정보를 수집하여 NTRIP 서버로 전송한

다. NTRIP 서버는 NTRIP 소스로부터 획득한 항법위성의 보정정보를 인터넷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NTRIP 캐스터로 전송하며, NTRIP 캐스터는 여러 NTRIP 서버로부터 수집된 위성항법 보정정보를 

NTRIP 클라이언트에 전송한다. NTRIP 클라이언트는 NTRIP 캐스터로부터 위성항법 보정정보를 수신

하여 위성항법수신기에 입력 가능한 프로토콜인 RTCM 등의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위성항법수신기에 보

정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2. NTRIP 서비스 구성도

3. NTRIP 보정정보를 이용한 측위정확성 확인시험

3.1 시험개요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인 GPS를 이용하여 철도적용시 측위정확성 개선을 위해 국토

해양부 위성항법중앙사무소의 NTRIP 서비스를 활용하여 충북선과 중앙선을 대상으로 보정정보의 실시

간 수신성능과 측위정확성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였다. 

3.2 시험환경

 국내 철도노선에서의 측위정확성 확인시험을 위해 시험노선은 충북선(오송역-제천역)과 중앙선(영주역

-원주역)을 대상으로 시험하였으며, 시험차량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소재틸팅열차시스템사업단의 협

조를 통해 현재 시운전시험 중인 한국형 틸팅열차인 TTX를 대상을 시험하였다. 

현재 한국형 틸팅열차에는 차량종합계측정보의 계측위치 확인과 곡선부의 사전확인을 위해 GPS 수신기

가 탑재되어 있으며, 차량 지붕에 GPS 안테나가 설치되어 GPS 수신환경이 양호한 상태이다. 따라서 

NTRIP을 이용한 측위정확성 확인시험을 위해서는 시운전시험 중인 한국형 틸팅열차에 영향을 주지 않

도록 측위정확성 시험구성이 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틸팅차량 지붕에 설치된 GPS 

안테나와 틸팅열차 GPS수신기 간에 위성신호 분배기를 설치하여 기존 틸팅열차 GPS수신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GPS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시험환경을 구성하였다. 또한 NTRIP 서비스 수신을 위해 

3G 무선인터넷 모뎀을 노트북에 연결하고 NTRI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보정정보 평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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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수신기에 RTCM v2.3 보정정보가 입력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NTRIP 보정정보는 시험노선과 근

접해 있는 충주기준국의 보정정보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3. 측위정확성 시험 구성도

그림 4. 측위정확성 시험 환경

표 1. 보정정보 평가용 GPS 수신기 사양

GPS 수신기명 Ublox LEA-6H

주요사양

- 50 Channels, GPS L1 frequency, C/A Code

- SBAS(WAAS, EGNOS, MSAS, GAGAN) 호환

- 위치정확도 : 2.5m(CEP, 24hr@-130dBm)

- 위치출력주기 : 2Hz(최대)

- 운영 한계 : 가속도 4g, 고도 50,000m, 속도 500m/s

3.3 시험결과

 측위정확성 확인시험은 총 2회 실시되었다. 먼저 1차 시험은 오송역을 시작역으로 제천역을 거쳐 영주

역을 종착역으로 약 178km 구간을 약 2시간 35분(9,348초) 동안 수행되었으며, 2차 시험은 영주역을 

시작역으로 제천역을 거처 원주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약 2시간 37분(9439초) 동안 수행되었다. 보정정

보의 수신율 확인은 GPS수신기의 출력 프로토콜인 NMEA 프로토콜에서 $GPGGA 데이터 내에 포함된 

DGPS 기준국ID의 인식여부 및 differential age의 증가추세를 기준으로 파악하였으며, 전체 시험시간에

서 보정국ID 파악이 가능한 시간을 토대로 보정정보의 보정성공률을 계산하였다. 아래의 표는 1차 및 2

차 시험에 대한 종합적인 보정정보의 수신결과이다. 1차, 2차 시험 모두 평균적으로 약 2초의 보정정보 

지연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시험구간 동안 90% 이상의 보정성공률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보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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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l age  증가 및 기준국 ID정보의 미수신 현상은 시험노선 내 존재하는 터널구간 및 음영지역

에서 3G 무선모뎀을 통한 통신이 단절되어 발생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보정정보 수신결과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시험노선 오송-제천-영주 영주-제천-원주

총 시험시간 9,348초 9,439초

보정국정보 미수신 761초 881초

보정정보 지연시간(평균) 2.13초 2.08초

보정정보 5초 이상 지연회수 23회 24회

보정정보 지연시간(최대) 26.8초 10초

보정성공률 91.8% 90.7%

그림 5. 1차 시험궤적(오송-제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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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차 시험궤적(영주-제천-원주)

 다음으로 1차 및 2차 시험에서 열차가 역에 정차하였을 때의 평균위치결과와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NTRIP 보정시의 측위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측위정확성 평가를 위한 정차역 선정은 1, 2차 시험동안 60

초 이상동안 정차한 열차의 시작역, 중간정차역, 종착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위정확성 결과

측정위치
위치결과

(평균, deg)

표준편차

(1sigma, m)

측정시간

(초)

기준국과의

거리 (km)

가시

위성수

오송역(1차시험)
Lon: 127.324624

Lat: 36.619251

Lon: 0.48

Lat: 0.63
130 55 7

영주역(1차시험)
Lon: 128.625390

Lat: 36.811595

Lon: 0.69

Lat: 0.35
118 80 10

영주역(2차시험)
Lon: 128.625391

Lat: 36.811600

Lon: 0.67

Lat: 0.71
1800 80 7~9

제천역(2차시험)
Lon: 128.204729

Lat: 37.127551

Lon: 0.54

Lat: 0.29
71 43 8

원주역(2차시험)
Lon: 127.944809

Lat: 37.357835

Lon: 0.40

Lat: 0.31
101 45 8

아래 그림은 각각 영주역(1차시험), 영주역(2차시험), 제천역(2차시험), 원주역(2차시험) 정차시의 측정

위치를 디지털 지도에 표시한 결과와 실제 정차시 역구내 사진이며, 각각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차가 정차한 선로 상에 측정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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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위치정확성 비교(영주역, 1차시험)

그림 8. 위치정확성 비교(영주역, 2차시험)

그림 9. 위치정확성 비교(제천역, 2차시험)

그림 10. 위치정확성 비교(원주역, 2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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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위성항법시스템은 항법위성을 통해 지상설비의 지원없이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으로 해

양, 항공, 도로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항법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환경

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단점으로 인해 도로교통 및 철도교통의 제어시스템에 직접적

인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열차제어분야에 위성항법기술의 활발한 적용을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을 

통한 위치정확도의 개선과 항법위성이 가시성이 불량한 환경(터널 등)에서도 연속적인 위치결정이 반드

시 필요하며, 가시성이 불량한 환경에서는 위성항법수신기 외 차륜센서, 관성센서, 도플레레이더센서 등

의 보완 센서를 통합 적용하면 연속적인 위치결과의 확인이 가능하며, 위성항법에서의 위치정확도 개선

을 위해서는 기준국 정보를 활용하는 보정항법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측위정확성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방안을 조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서 서비스되고 있는 실시간 GPS 보정서비스인 NTRIP 서비스의 철도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충북

선과 중앙선 구간에서 NTRIP 서비스를 이용한 실시간 DGPS 시험을 통해 이동 중인 열차에 대한 측위

정확성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무선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있으며, 3G 모뎀을 통

해 국내 전역에서 자유롭게 무선인터넷망에 접속이 가능하므로 NTRIP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존 중파를 

이용한 보정정보 전송방식에 비해 연속적인 보정정보의 수신이 가능하므로 위성항법을 통한 측위정확성

의 향상이 가능하다. 또한 GPS 위성신호 이상에 대한 실시간 감시도 가능하므로 위성항법시스템 이상 

시에 대한 사전대처가 가능하므로 철도교통 등 다양한 안전필수 분야에서의 활용 증대가 가능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0년도 지식경제부 기술료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Elliott D. Kaplan, Christopher J. Hegarty. "Understanding GPS Principles and Application 2nd 

ed.", Artech house, pp.360, 2006.

2.Russian Space Agency Information-Analytical Centre(http://www.glonass-ianc.rsa.ru/)

3.Ugo Celestino, “European GNSS:EGNOS, GALILEO and the RAIL transport”,UIC GALILEO for 

Rail Symposium, 2007

4.국토해양부 위성항법중앙사무소(http://www.ndgps.or.kr)

5.T. L. Dammalage, TEST RESULTS OF RTK AND REAL-TIME DGPS CORRECTED 

OBSERVATIONS BASED ON NTRIP PROTOCOL, The International Archives of the 

Photogrammetry, Remote Sensing and Spatial Information Sciences, Vol. XXXVII. Part B2. 

Beijing 2008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