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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의 연구개발과제인 ' 역보정시스템(WA-DGNSS) 구축기술개발' 과제의 재까지 진행사항

과 주요 연구결과에 하여 설명한다. 본 연구개발과제에서는 국토에 균일한 정확도, 가용성  무결성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역보정시스

템의 핵심알고리듬을 개발하고 지상기반 데모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최종 년도에는 의사 성을 통한 실시간 데모를 실시할 정이다. 한 미

래 다  GNSS에 비하여 GLONASS  Galileo를 포함하는 역보정시스템의 성능을 시뮬 이션을 통해 측하 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연

구 결과들은 알고리즘 설명서  핵심기술권고사항으로 문서화되어 2014년부터 진행될 성기반 역보정시스템(SBAS)의 개발에 직 으로 

활용될 정이다. 

핵심용어 : 역보정시스템, 역보강시스템, 보정항법시스템, 로나스, 갈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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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에 따라 성항법시스템  

역보정시스템은 국가 기간망 운 에 필수 인 요 인 라로 

부각되었다. 특히 역보정시스템은 기존 성항법시스템만을 

단독으로 활용하 을 때에 비해 향상된 정확성, 가용성, 무결

성 성능을 보장하기 때문에 성항법시스템의 응용 분야의 확

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국, 인도 등 세계 부분의 국가에서 역보정시스템을 개발

하여 운용하고 있거나 재 개발 에 있다. 

Fig. 1  Status of WA-DGNSS development

  Fig. 1은  세계의 역보정시스템 개발 황을 나타낸 그

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부분의 지역에서 역

보정시스템이 개발되어 운 되고 있거나 재 개발에 진행 

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해양부의 

주 으로 ‘ 역보정시스템(WA-DGNSS) 구축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여 진행 에 있고 재 2차년도 연구개발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본 과제는 성기반 역보정시스템 개발의 선행 과

제로서 역보정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시간 

데모 소 트웨어를 개발하여 의사 성기반 역보정 데모시스

템을 구축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검증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 역보정시스템(WA-DGNSS) 구

축기술개발’과제의 재까지 진행 사항과 주요성과를 보여주고 

재까지 개발된 결과물들의 성능 검증 결과에 하여 설명하

도록 한다.

2 역보정시스템 성능 검증

   아래 그림은 역보정정보를 용하지 않았을 때와 용하

을 때 수평  수직 치오차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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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ser Position Errors

Fig. 2에서 란색은 보정정보를 용하지 않았을 때의 사용자 

치오차이고 붉은 색과 녹색은 역보정정보를 용하 을 

때의 사용자 치오차이다. 녹색은 데이터링크의 제한이 없다

고 가정하고 앙처리국에서 생성된 역보정정보를 표 형식

에 따라 인코딩  스 쥴링하지 않고 그 로 용한 결과이

고, 붉은 색은 국제 표 에 맞추어 인코딩된 메시지를 최 의 

스 쥴링을 거쳐 1 에 하나의 메시지만 사용자에게 송되었

을 때의 결과이다. 보정정보를 용하 을 때와 용하지 않았

을때의 치오차를 비교해보면 수평 치의 경우 2drms 2.32m

에서 1.37m로 오차가 약 40%정도 감소하 고, 수직 치의 경

우 9.78m에서 1.42m로 약 85% 감소하 다. 한 녹색 과 붉

은 색 을 비교해 보면 치오차의 차이가 cm 단 로 차이나

므로 메시징  스 쥴링으로 인한 오차는 무시할 수 있을 정

도의 수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역보정시스템 구축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국내 환경에 합한 정확성, 무결성  가용성 향상 기

술의 성능을 검증하 다. 본 과제에서는 국내에서 세계 최 로 

시도되는 NDGPS 기 국을 활용한 역보정시스템 구축 기술

을 개발하게 되고, 유럽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하게 되는 

의사 성을 활용한 역보정정보 송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성능 검증 결과 개발된 시스템은 외국에서 운용 인 역보

정시스템과 동일한 수 의 정확성, 무결성, 가용성 성능을 보

다. 본과제의 기술기반은 앞으로 진행될 정지궤도 성을 이

용한 역보정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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