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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기 을 활용한 이동측  정확도 분석

Analysis of Accuracy Network-Based RTK Using V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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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ompared with national control point offering in NGII executing Network-Based 

RTK measurement. As a result, can utilize in various field such as Geodetic Survey/GIS, ITS, Car 

Navigation, Mobile because error of actuality coordinate and about 0.5m publishes.

1. 서 론

최근 토목 장에서는 GPS를 이용한 RTK측량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GPS기술의 

발달로 고정  치측정이 가능하다. GPS 상시 측소를 이용하는 측 방식에 있어서 가장 

발 된 근방법은 가상기 을 이용하여 상 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가상기  방식의 

RTK 측량 기법은 기존의 GPS 상시 측망으로부터 생성되는 치보정신호 데이터를 PDA

나 휴 폰으로 수신함으로써 이동국 GPS의 측  정확도를 높이는 네트워크 RTK로 수신기 

1 만으로 이동측 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GPS 상시 측소를 이용한 네트워크 RTK측량시 정확도를 비교분석하기 

해 부산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GPS 상시 측소에서 송해주는 치보정신호를 수신

하여 실험을 하 다. 실험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삼각기 들의 좌표를 참값

으로 하여 네트워크 RTK측량을 통한 실측값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VRS-RTK장비는 마젤란사의 MMCX 콤보모델을 사용하 으며 구성은 마젤란 PDA와 

폴 , GPS수신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한 PDA용 GIS 소 트웨어인 Pocket GIS를 이용

하 다. 한 고정 에서 약 10분간 수신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좌표와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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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기 값을 참값으로 하여 VRS-RTK측량을 통한 측값과의 오차를 

비교분석 하 다. 다음 [그림 1]은 기 을 이용하여 약 10분간 수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검정을 실시하 다. [그림 2]는 실험결과 값이다. △X방향으로는 최  0.49m 이며 △Y

방향으로는 최  1.53m로 나타났으며 최소로는 2  모두 0.20m에 근 한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RMSE의 경우 △Y는 0.37m, △X는 0.16m로 실제 좌표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략 으로 실제 좌표상의 오차는 0.5m범  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VRS-RTK 측량

     

[그림 2]  VRS-RTK 측량 결과 분석 (단 : m)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가상기 을 이용한 RTK측량의 경우 GPS수신기와 휴 용 통신매체를 함께 이

용함으로써 높은 정 도를 가지는 측량이 가능하 다.  

둘째, △Y와 △X의 경우 평균 으로 약 0.5m 정도의 정확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단

되며 항법  교통, GIS Mapping, 기상, 해양  산림조사 분야 등에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각 상시 측소와 이동국간의 거리에 따른 오차분석차이에 한 추가 인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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