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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RTK (Real Time Kinematic) 환경에서 기준국 간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에 대해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태양흑점 폭발이나 지자기 폭풍 등으로 인해 이온층 지연의 시공간적 변화가 심해지면 네트워크 

공간 안에서 이온층 지연의 선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생성된 보정정보를 사용자가 사용하면 잘못된 미지

정수를 결정하여 위치 오차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있는 보정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온층 지연에 변칙현상을 검출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보정정보의 전파성 항으로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을 검출하기 위한 지표를 계산하고, 이를 임계치와 비교해서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 발생을 판

단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detection method for irregularity of ionospheric delay in network RTK (Real Time 
Kinematic) Environment. The linearity of network RTK correction provided to user can't be assured when a 
characteristic of temporal-spatial of ionospheric delay is rapidly changed due to geomagnetic storm or solar flare. 
Therefore, incorrect ambiguity can be resolved and positioning error can be increased. A detection method for 
irregularity of ionospheric delay is needed to provide reliable correction. In this paper, index to detect irregularity of 
ionospheric delay is calculated from dispersive corrections and occurrence of irregularity is judged by comparing index 
and thresholds.

키워드 : 네트워크 RTK, 이온층 지연 변칙, GNSS 무결성 감시, 지자기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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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네트워크 RTK는 반송파 측정치를 이용한 고정밀 측

위 기술로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사용자에게 보정정

보를 전달하여 수 cm의 정밀도의 측위 성능을 제공한

다. 컴퓨터 처리성능의 한계로 인해 과거에는 주로 후

처리 기반의 측지·측량 분야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현
재는 컴퓨터 처리성능의 향상으로 이동 중인 차량과 같

이 동적이면서 실시간으로 측위 결과가 제공되어야 하

는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실시간으로 신뢰성 있는 측위 결과가 제공되기 위

해서는 높은 품질의 보정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용

자에게 전달된 보정정보는 주로 위성 궤도 오차와 대류

층 지연 오차로 이루어진 비전파성(non-dispersive) 항
과 이온층 지연 오차로 이루어진 전파성(dispersive) 항
으로 나누어진다. 보정정보에 포함된 각각의 오차 성분

은 네트워크가 형성된 공간 안에서는 선형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사용자는 보정정보를 사용

한다[1].
기준국 간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은 태양흑점 폭발이

나 지자기 폭풍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 공간 안에서 이

온층 지연의 시공간적 변화가 커지는 현상이다.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이 발생하면 이온층 지연 오차가 네트워

크 공간 안에서 선형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가정을 할 

수 없게 되어 보정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

다. 따라서 네트워크 RTK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보정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의 발생을 

감시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RTK 환경에서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 발생 

시 성능평가지표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로 Wanninger
는 VRS (Virtual Reference Station)에서 생성한 측정치

와 VRS 근처의 실제 기준국에서 수신한 측정치의 차이

인 I95L 지표를 제안했으며[2], Chen은 보정정보를 사

용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선형화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선형화 오차를 모든 가시위성에 대해 하나의 값으로 통

합하여 IRIU (Ionospheric Residual Interpolation Uncer 
-tainty) 지표로 제안했다[3]. Prochniewicz는 Chen과 유

사하게 선형화 오차를 사용했지만 앙각에 따른 영향을 

없애기 위해 천정방향으로 선형화 오차를 변환하고 

95% 신뢰수준에서 계산하여 좀 더 일반화된 형태의 

ZIRIU95 (Zenith Ionospheric Residual Interpolation 

Uncertainty95) 지표를 제안했다[4]. Wanninger이 제안

한 지표는 성능을 평가할 위치에 실제 기준국이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RTK의 보정정보 생성개념 중 하나인 

VRS을 이용했을 때만 적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Chen과 Prochniewicz가 제안한 지표는 선형화 오차만 

사용함으로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에 의해 네트워크 안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바이어스 성분의 오차에 대

해 고려할 수 없고, 가시위성 별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VRS을 이용하는 

환경에서만 적용되거나, 선형화 오차만 고려하여 실제 

발생가능한 바이어스 성분의 오차에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오차성분에 대해 추적이 

용이한 네트워크 RTK의 보정정보 생성개념 중 하나인 

MAC (Master Auxiliary Concept)[5]을 이용하는 환경

에서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 발생에 대한 검출을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MAC에 대해 보정정보 생성 관점에서 기술하고, 
실험을 위해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이 발생한 실제사례

를 모델링한다. 다음으로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 검출을 

위한 지표를 계산하고 임계치와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실험을 통해 검출 기법의 성능 분석 후 결론

을 짓는다.

Ⅱ. Mater Auxiliary Concept

네트워크 RTK의 보정정보 생성개념에는 VRS, FKP, 
MAC 등이 있으며[5], 본 논문에서는 MAC을 사용한

다. MAC의 보정정보 생성은 그림 1과 같이 이루어진

다. MAC의 주요 구성요소는 주 기준국, 부 기준국, 네
트워크 프로세싱 센터이며, 그림 1과 같이 주 기준국과 

네트워크 프로세싱 센터가 한 장소에 구성되기도 하고, 
또는 주 기준국과 네트워크 프로세싱 센터가 분리되어 

구성되기도 한다. Ⓐ 네트워크 프로세싱 센터에서는 주 

기준국과 부 기준국의 원시 측정치(코드 측정치, 반송

파 측정치)와 기 측위한 각 기준국의 정밀좌표를 이용

한다. Ⓑ 주-부 기준국간의 이중차분 미지정수를 결정

하고, 후에 주-부 기준국간에 대해 단일차분한 원시측

정치에서 이중차분 미지정수를 제거하고 공통 미지정

수 수준(Common Ambiguity Level)으로 계산한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11 : 2562~2568 Nov. 2015

2564

Fig. 1 Concept art of MAC

Ⓒ 앞서 계산한 결과를 통해 보정정보(Delta CPC)을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생성된 보정정보는 위

성 궤도 오차와 대류층 지연 오차로 이루어진 비전파성 

성분과 이온층 지연 오차로 이루어진 전파성 성분이 합

쳐진 형태로 존재한다. 보정정보는 비전파성 성분과 전

파성 성분이 합쳐진 형태로 제공하거나, 비전파성 성분

과 전파성 성분을 분리한 형태의 보정정보로 제공한다

[6]. MAC은 사용자에게 RTCM 3.1 메시지 규격으로 

앞서 언급한 보정정보와 주 기준국의 원시측정치를 전

달한다[6].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에 맞게 보정정보를 선

형 보간하여 적용 후, 미지정수 결정을 통해 정밀 측위

를 수행한다.

Ⅲ.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 사례 모델링

태양흑점 폭발, 지자기 폭풍, 태양폭풍 등이 일어나

면 이온층에 존재하는 전하의 밀도가 급격하게 변화하

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전파가 이온층을 통과

할 때, 경로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의 시공간적 편차가 

커지게 되고 네트워크 RTK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공간 

안에서 이온층 지연 오차의 선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7, 8]. 따라서 보정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며, 
이러한 보정정보를 사용자가 이용하면 잘못된 미지정

수를 결정하여 위치오차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는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실

Fig. 2 Modeling for TEC

제 X급 태양폭풍에 의해 이온층에 영향이 있었던 2011
년 2월 18일과 이온층 폭풍이 없었던 2011년 1월 1일부

터 2011년 1월 31일에 대해 나타낸 그림이다. IGS에서 

제공하는 IONEX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전에서 이온층 

내 총 전하량인 TEC (Total Electron Contents) 값을 계

산하고, 이온층 폭풍이 있었던 2월 18일을 녹색 실선, 
이온층 폭풍이 없었던 1월 1일부터 1월 31의 평균값을 

파란 실선으로 나타냈다. 빨간 실선은 두 TEC 값의 차

이를 나타낸다. 밤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변칙 현상이 

발생한 날과 발생하지 않은 날의 TEC 차이가 크지 않

지만, 오전 8시부터 차이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오후 1
시 근처에서 차이가 최대로 보이다가 오후 8시까지 차

이가 점차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후 1시 근처에

서 TEC 차이가 가장 큰 시간에 대해 이온층 지연차는 

천정방향으로 약 2m로 계산된다. 이온층 지연 변칙현

상에 대해 그림2에 나타낸 TEC 차이인 빨간 점선 값을 

다항식으로 모델링했으며, 모델 식은 식 (1)과 같다.

   ×


× ×

× ×

× ×

× ×

× 

      (1)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 재현을 위해 식 (1)의 모델 식

과 변칙을 인가할 위성의 앙각 정보를 이용하여 식 (2)
의 지연 크기를 계산한다. 

 sin

×




×              (2)



네트워크 RTK 환경에서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 검출 기법

2565

여기서 는 앙각, 는 L1 반송파 주파수를 의미한

다. 계산된 지연 크기는 변칙 인가 위성의 코드 측정치

에는 가산하고, 반송파 측정치에는 차분하게 된다.

Ⅳ.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 검출 기법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이 발생하면 네트워크 안에서 

보정정보의 선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온층 지연 변칙현상의 발생을 감시하고 검출하는 기법

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MAC을 이용할 때를 기준으

로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 검출 기법을 설명한다.

Fig. 3 Block diagram of the detection method

그림 3은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 검출 기법의 흐름도

로 데이터 입력부, 신호처리부, 지표계산 및 검출부로 

나뉜다. 입력부에서는 MAC 보정정보을 입력받는다. 
신호처리부에서는 입력부에서 받은 보정정보가 비전파

성 부분과 전파성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식으로 전파성 항에 대해 계산한다.


  

 
 








 

 







                (3)

여기서 는 반송파 주파수, L1, L2는 반송파 대역을 

나타내는 지시자, 는 비전파성과 전파성 부분이 

합쳐진 보정정보, 은 주-기준국과 부-기준국 간의 n 번 

째 기저선, 는 k번 째 가시위성을 나타낸다. 지표계산 

및 검출부에서는 식 (3)에서 구한 전파성 항[6]으로 이

온층 지연 오차에 대한 기울기를 계산하고 지표를 생성

한 후, 임계치와 비교를 통해 검출을 수행한다. 우선, 기
울기를 계산하기 위해 기준국 3개씩 조합하여 면을 구

성한다. 그림 4는 총 4개의 기준국이 있는 경우에 2개의 

조합에 대해 예시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총 4
개의 기준국이 있는 경우에 3개로 이루어진 가능한 조

합은 으로 총 4개이다. 여기에 추가로 모든 기준국

Fig. 4 Combination of Reference Station

을 사용했을 때, 기울기까지 계산한다. 기울기와 전파

성 항의 관계는 식 (4)와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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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각각 n번 째 기저선에 대한 x축, 

y축 방향의 기준국 간 거리 차이, 
 

는 

각각 k번 째 위성에 대해 i번 째 기준국 조합의 x축, y축 

방향에 대한 기울기이다. 식 (4)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하

여 기울기에 대한 추정치를 식 (5)로 계산할 수 있다.















  






 

⋮


 





       (5)

다음으로 식 (5)에서 계산한 기울기로 식 (6)과 같이 

각 위성 별로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 감시를 위한 지표

를 계산한다. 여기서 

  

 는 모든 기준

국을 사용했을 때 최소자승법으로 추정된 기울기, ∙
은 절대 값을 의미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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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dex of normal state

Fig. 6 Position of reference stations

그림 5는 변칙현상이 없을 때 계산된 지표를 나타냈

다. 변칙현상이 없을 때에는 모든 기준국을 사용했을 

때와 각 조합을 사용했을 때 기울기의 차이가 크지 않

아 이온층 지연이 공간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계산된 지표와 임계치

를 식 (7)과 같이 비교하여 변칙현상의 발생 여부를 판

단한다.

이상플래그
  max

 
  

  

max    ≤ 
   (7)

i개의 조합의 지표 중에 최대값을 임계치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변칙현상을 판단하며, 임계치보다 큰 경우는 

이상플래그가 “1”, 임계치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이

상플래그는 “0”으로 설정된다. 일련의 과정은 모든 가

시위성에 대해 반복하여 수행하여 각 위성마다 변칙현

Fig. 7 Arrangement of Satellite

상 발생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임계치는 이온층 지연에 

변칙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날들의 데이터를 장기간 분

석하여 각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하게 설정한다.

Ⅴ. 실 험

5.1. 실험환경 및 방법

검출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

환경을 구성했다. 그림 6은 실험에서 사용한 기준국의 

위치이다. 대전을 주 기준국으로 공주, 안성, 음성, 보은

을 부 기준국으로 설정하여 MAC 보정정보를 생성했

다. 실험 데이터는 2014년 8월 20일에서 21일까지 수집

한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3장에서 모델링한 변칙현상을 

모든 기준국의 PRN 4, 23의 원시측정치에 인가했다. 모
델링한 변칙현상은 위성이 기준국의 가시구간에 들어

오는 시점부터 빠져나가는 시간까지 인가했으며, 그림 

9의 앙각정보를 참조하면 PRN 4는 약 7시간, PRN 23
은 약 3시간 30분을 지속했다. 모델 식 인가 당시 위성 

배치는 그림 7과 같다. 실험에 필요한 MAC 보정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MATLAB을 이용한 구성한 네트워크 

RTK 플랫폼[9]를 이용했다.

5.2. 실험결과

그림 8에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 검출 기법에 대한 

결과를 나타냈다. 임계치는 5x10-5으로 설정했다. 그림 

8에서 모델 식을 인가한 PRN 4와 PRN 23 위성의 최대 

지표 값이 다른 위성에 비해 큰폭으로 흔들리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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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 of detection method

Fig. 9 Elevation Angle of Irregularity Satellite

Fig. 10 Modeled Irregularity error at DAE station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의 앙각 정보와 비교하면 PRN 4 
위성의 경우에 40도 이하의 낮은 앙각에서는 검출이 빈

번하게 되고 있으나 40도 이상의 앙각을 가지는 부분에

서는 임계치를 넘지 못해 검출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10과 같이 인가한 모델 식으로 인한 지

연 변칙의 크기가 높은 앙각으로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PRN 23 위성의 경우에 모든 가시 구간

에서 30도 이하의 낮은 앙각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구

간에서 수월하게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은 네트워크 RTK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제공

하는 보정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온층 지연 

변칙현상을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MAC을 사용

하는 환경에서 모든 기준국의 정보를 활용하여 기울기

를 계산하고 지표를 생성하여 이온층 지연의 공간적 차

이가 커지는 현상을 감시하였으며, 실험결과로 높은 앙

각보다 지연 변칙의 영향을 크게 받는 40도 이하의 낮

은 앙각에서 높은 검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보였다. 
차후에 이온층 변칙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날의 데이터

를 정밀 분석하여 적절한 임계치를 설정하면 검출 성능

에 향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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