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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RTK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다수의 기준국의 보정정보를 사용자 위치에 맞게 보간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준국과 사용자 간 기저선 거리 증가에 따른 공간이격 오차를 최소화 한다. 하지만 대류권 지연은 기상의 함수로 국

지적인 기상변화를 원인으로 사용자와 네트워크 내 기준국 간 대류권 지연에 비선형 특성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
는 네트워크 RTK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풍이 있던 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류권 지연 

변칙 사례를 모델링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준국 간 기상차이가 기준국에서 생성하는 보정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또한, 기준국 간 대류권 지연의 비선형성이 네트워크 RTK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ABSTRACT

Network RTK generally uses a linear interpolation method by using the corrections from reference stations. This 
minimizes the spatial decorrelation error caused by the increase of distance between the reference station's baseline and 
user's baseline. However, tropospheric delay, a function of the meteorological data can cause a spatial decorrelation 
characteristic among reference stations within a network by local meteorological difference. A non-linear 
characteristic of tropospheric delay can deteriorate Network RTK performance. In this paper, the modeling of 
tropospheric delay irregularity is made from the data when the typhoon is occurred. By using this modeling, analyzing 
the effect of meteorological difference between reference stations on correction is performed. Finally, we analyze an 
effect of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tropospheric delay among reference stations to Network RTK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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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TK(Realtime Kinematic)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기준국에서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의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기반으로 생성한 

보정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cm 수준의 정확

도를 얻을 수 있는 기법이다. 하지만 RTK가 cm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기준국 간의 기

저선 거리가 약 10km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사용자와 

기준국 사이의 기저선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용자와 기

준국 간에 공통성분으로써 상쇄되어야 할 오차가 잔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RTK는 RTK의 기저선 거리 제한을 50km

에서 70km까지 확대한 기법으로 RTK와 달리 다수의 

기준국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각 기준

국의 보정정보를 사용자의 위치에 맞게 선형 보간함으

로써 공간이격에 따른 비공통 오차를 최소화한 기법이

다[1]. 네트워크 RTK 기술은 과거 측지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육상교통환경과 같은 정밀항법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밀항법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RTK 활용을 위해

서는 신뢰성 있는 보정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

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정정보를 생성하는 기준국에서는 사용자

가 신뢰할 수 있는 보정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보정

정보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감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RTK 보정정보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기준국 간 대류권 지연 변

칙을 식별하고, 대류권 지연 변칙이 네트워크 RTK 보
정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준국 간 대류권 

지연 변칙은 기상의 함수인 대류권 지연이 국지적인 집

중호우나 태풍 등과 같은 기상변화로 인하여 기준국 간 

비선형성이 발생함으로써 보정정보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 대류권 지연의 비상관성에 대한 연구

는 과거  Skone[3], Lawrence[4], Ahn[5] 등에 의해 진행

되었으나, 이들 연구는 모두 단일 RTK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일 RTK 환경에서의 대류권 지연의 비상관성

은 대류권 지연 오차가 단순히 기준국과 사용자 위치에

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RTK 환경에서의 대류권 지연 변

칙은 단일 RTK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는 기준국 간의 대류권 지연 오차가 비

선형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류권 지연 변칙은 

네트워크 RTK 사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이므로,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준국 간 대류권 지연 변칙

이 네트워크 RTK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태풍이 발생한 날의 기상데이터를 이용하여 대

류권 지연 변칙 사례를 모델링한다. 그리고, 대류권 지

연 변칙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류권 

지연 변칙이 각 기준국의 보정정보에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을 수행

한다. 

Ⅱ. Master Auxiliary Concept

MAC(Master Auxiliary Concept)은 네트워크 RTK 
기법 중 하나로 크게 각 기준국에서의 보정정보를 생성

하는 과정과 주 기준국과 부 기준국들 간의 차분 보정

정보 및 각 기준국의 측정치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

정, 그리고 사용자 위치에 적합한 보정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 기준국의 보정정보를 생성하는 과

정에서는 정확한 미지정수가 결정되어야 하며, 두 번째 

과정에서는 사용자에게 정보 전달을 위하여 RTCM 
SC-104 표준 메시지 형식을 이용한다. 그리고 사용자 

위치에 적합한 보정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DIM 
(Distance Interpolation Method), LIM(Linear Inter- 
polation Method), LSM(Low-order Surface Model)과 

같은 보간 기법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내 기준국의 보정

정보를 사용자 위치에 맞게 보간 한다[1,6].
그림 1은 MAC의 시스템 구조이며,  주 기준국과 부 

기준국, 중앙처리국, 그리고 사용자로 구성된다.  주 기

준국과 부 기준국에서는 보정정보(CPC(Carrier Phase 
Correction))를 생성하여 측정치와 함께 중앙처리국으

로 전송하며, 중앙처리국에서는 주 기준국과 부 기준국 

간의 차분 보정정보(Delta CPC)를 생성하여 각 기준국

의 측정치와 함께 RTCM(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Services) 메시지 규격에 맞춰 사용자에게 

전송하고, 사용자는 이를 수신하여 사용자 보정정보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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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structure of MAC

이는 RTCM 메시지 버전 3.1을 참조하였다. 이 경우  

MAC에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보정정보는 전파성 보

정정보 (Dispersive correction)와 비전파성 보정정보

(Non-dispersive correction)로 구분되며, 전파성 보정정

보는 전리층 지연을, 비전파성 보정정보는 위성 궤도 

오차와 대류권 지연을 포함한다[7].    

Ⅲ. 대류권 지연 변칙 사례 모델링

대류권 지연 변칙 사례 모델은 2012년 태풍 볼라벤

이 발생하였을 당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진도의 AWS 
(Automatic Weather System) 기상센서 정보를 이용하

였다. 그림 2는 태풍이 발생한 8월 9일과 태풍이 발생하

지 않은 8월 29일의 온도, 습도, 해면기압, 그리고 두 날

의 차이 값이다. 두 날의 차이 값은 곡선접합(Curve 
fitting)을 이용하여 온도, 습도, 해면기압에 대한 모델식

을 도출하였다. 

- 온도 모델 식:               
× ×

× ×

× ×

× ×

× ×

× ×

× ×

× ×

× ×

      (1)

Fig. 2 Modeling for climate(Top: Temperature, Middle: 
Humidity, Bottom: Pressure)

- 습도 모델 식:                
× ×

× ×

× ×

× ×

× ×

× ×

× ×

× ×

× ×

   (2)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11 : 2569~2575 Nov. 2015

2572

- 해면기압 모델 식:             
× ×

× ×

× ×

× ×

× ×

×

            (3)

대류권 지연 추정을 위한 모델은 Saastamoinen 모델

[8]과 Niell 사상함수[9]를 이용하였으며, 과정은 다음

과 같다.

∙ ∙            (4)

여기서, 는 천정방향 대류권 건조 지연 량, 
는 천정방향 습윤 지연 량, , 은 Niell 

사상함수로, 각각 건조 지연과 습윤 지연에 대한 시선

각 방향 사상함수이다.
식 (4)에서 와 는 Saastamoinen 모델로부

터 구할 수 있으며, 식 (5), (6)과 같다. 

cos   (5)






  ∙
    



(6)

여기서, 는 위도, 는 고도, 는 온도, 는 기압, 

는 습도, 는 부분 수증기압, 그리고 는 절대온도

이다. 

Fig. 3 Modeling for irregularity of tropospheric delay 
depending on elevation angle

위의 대류권 지연 추정 식에 앞에서 구한 온도, 습도, 
해면기압 모델 식 (1)부터 식(3)을 대입함으로써 그림 3
과 같이 대류권 지연 변칙 사례를 모델링 하였다. 시선

각 방향에 대한 대류권 지연은 위성의 앙각에 의해 결

정되므로, 그림 3은 위성의 앙각에 따라 결정된 모델링 

값을 보여준다.

Ⅳ. 대류권 지연 변칙이 네트워크 RTK에 미치

는 영향 분석

4.1. 실험환경

실험을 위한 네트워크 RTK 기준국 구성 및 주 기준

국과 부 기준국들 간의 기저선 거리는 그림 4와 같다. 
주 기준국은 대전, 부 기준국은 안성, 음성, 보은, 공주

로 구성하였으며, 사용자 관점에서의 영향분석을 위해 

청주를 사용자로 가정하였다.

Fig. 4 Test environment of Network RTK

4.2. 대류권 지연 변칙 시나리오

대류권 지연 변칙이 네트워크 RTK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Ⅲ장에서 모델링한 대류권 지연 변칙 사

례 모델(그림 3)을 기준국에서 수집한 의사거리 측정치

와 반송파 위상 측정치에 앙각에 맞게 인가하였다. 기
준국 간 대류권 지연 변칙은 특정 기준국 위치에서 발

생하는 것 보다는 네트워크 내 중심 위치에서 발생할 

때 네트워크 RTK 성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 따라서, 주 기준국을 제외한 4개의 부 기준국에만 

대류권 지연 변칙 사례 모델링 값을 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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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준국 보정정보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류권 지연 변칙 사례 모델을 이용하여 기준국 간 

기상 차이가 주 기준국과 부 기준국들 간에 생성한 보

정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

전 주 기준국과 안성 부 기준국의 RTK 성능을 분석 

하였으며, 측정치 조합은 IF(Ionosphere-free)를 사용 

하였다. 그림 5, 6, 7은 대전 주 기준국과 안성 부 기준

국 간 기상 차이가 크지 않은 환경(대류권 지연 변칙 

인가 전)과 대류권 지연 변칙 모델 인가 후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5는 대전을 기준국으로 안성을 사용자로 가정

하였을 때의 RTK 위치해에 대한 비교 결과로, 기준국 

간 기상차이가 크기 않은 경우 약 0.03m(2drms)의 위치

정밀도를 보인다. 하지만 대류권 지연 변칙 모델을 인

가 한 경우 잘못된 미지정수 결정 등을 원인으로, 위치 

정밀도가 약 0.06m(drms) 저하 된 약 0.09m(drms)를 보

인다. 

Fig. 5 Positioning performance due to climate change(Top: 
Small climate change, Bottom: Large climate change)

Fig. 6 Non-dispersive correction(Top: Small climate change, 
Bottom: Large climate change)

Fig. 7 Dispersive correction(Top: Small climate change, 
Bottom: Large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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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7은 네트워크 RTK 기준국에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되는 보정정보를 기상차이에 따라 비교한 결과

이다. 기상차이가 큰 경우 기준국 간 비공통 오차항의 

증가로 인하여 비전파성의 보정정보의 크기가 증가하

였다. 하지만 그림 6의 표시된 구간과 같이 보정정보의 

점프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전파성 보정정보와 비전파

성 보정정보 성능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4. 사용자 관점에서의 영향분석

네트워크 RTK 환경에서 지역적 기상 차이로 각 기

준국 간의 보정정보가 비선형성을 보일 경우, 이를 기

반으로 생성한 사용자의 보정정보의 성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앞서 작성한 대류권 지연 변칙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그림 8은 이에 대한 결과로 대류권 지연 변

칙 모델링 인가 전후의 사용자 위치에서의 비전파성 보

정정보 간 차이 값이다.  이 차이 값은 각 위성 별로 사

용자 보정정보의 오차로 존재한다. 오차는 앙각이 낮을

수록 증가하며, 본 실험에서는 최대 75cm까지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Non-dispersive correction error due to irregularity 
of tropospheric delay at Network RTK user

Ⅴ. 결  론

본 논문은 네트워크 RTK 환경에서 지역적 기상차이

에 의한 기준국 간 대류권 지연 차이 발생 시 기준국 보

정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기준국의 보정정

보 간 비선형성 발생 시 사용자 보정정보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태풍 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기준국 간 

기상차이가 발생한다면, 잘못된 미지정수 결정 등을 원

인으로 각 기준국에서 생성하는 보정정보의 성능이 저

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준국에서 생성한 

보정정보 간 비선형성에 의한 대류권 지연 변칙 발생 

시 사용자 위치에서의 보정정보의 성능 또한 저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기준국 환

경에서의 대류권 지연 변칙에 대한 감시 기법 연구 수

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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