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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은과 괴산에 위치한 GNSS상시관측소의 GNSS관측자료와 경사계자료를 이용하여, 1시간과 3시간 동안의 GNSS

차분벡터의 변위와 시간에 따른 차분 경사 벡터의 변위를 계산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두 변위 사이의 관련성을 얻었

다. 이렇게 계산된 관련성은 ‘높음’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일사량의 일변화는 일어남이 확실하고, 측정 결과 안테나탑의

경사 변위 때문에 안테나 위상중심 위치의 회전 운동이 존재함이 확실하므로, 우리는 DGNSS에 있어서 보정 오차를 방

송할 때와 가상기준국체계(VRS)에 있어서 상시관측소에서 측정된 자료를 방송할 때에 안테나 위상중심 위치의 일변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안테나 위상중심 위치, 경사계, 일변화, 위성항법

Abstract: Using the GNSS data and tilt-meter data of Boeun (BOEN) and Goesan (GSAN) GNSS stations, we have

calculated the differential distance vector variation with the calculation time span set to 1 hour and 3 hour and differential

tilt vector variation along time and derived an indicator of similarity between the two variations along time. The similarity

such calculated is rather lower than high. But as the existence of a circular type movement of the antenna's phase center's

location due to the tilt's variation of the antenna tower because of the sunlight's diurnal change is certain, we recommend

to take such diurnal variation of antenna's location into consideration when the correction error in DGNSS or the measured

data at reference stations in VRS (Virtual Reference System) is broadcast. 

Keywords: antenna phase center's location, tilt-meter, diurnal, variation

서 론

가상기준국체계(Virtual Reference System; VRS) 안에서는

안테나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대한측량학회,

2003).

그러나, GNSS상시관측소의 안테나는 많은 경우, 굵은 기둥

형식으로 된 탑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탑은 맑은 날

의 경우 햇빛을 받는 쪽 면의 온도가 다른 쪽 면의 온도보다

높아지고 콘크리트 등 탑을 구성하는 소재가 늘어나서 해의

반대방향으로 굽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상규 등

(1993)은 지면 위에 고정한 경사계로부터 측정한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고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경사의 변화는 해의

이동 방향과 같은 시계 방향이었고, 날씨에 따라 변화 양상이

서로 각각 달랐다. 한편, Abe et al. (1999)은 경사계를 이용하

지 않고, 주로 트랜싯을 이용하여 안테나탑의 변위를 측정하였

는데, 높이가 5 m 되는 일본의 표준적인 GNSS 안테나탑들의

경우 최대값이 동서방향으로 12 mm, 남북방향으로 10 mm라

고 보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GNSS 측정자료로부터 계산된 안테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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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위치의 일변화 양상과 안테나 탑 안에 단 경사계에 의해

측정된 경사의 일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유사성이 어

느 정도인지를 계산하고자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유사성이 클

경우, 가상기준국체계 중 기준국들의 자료를 방송할 때, 측정

한 경사 자료로부터 계산한 안테나의 위치 변화를 방송하여 측

량의 정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용한 자료

GNSS 자료

그림 1은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을 포함한 한국의 여러 기관

들이 운용하고 있는 GNSS 상시관측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 이 논문에서 주로 이용한 GNSS 자료는 국토해양부가 운

용하고 있는 보은(BOEN)과 괴산(GSAN) 관측소의 2007년 6

월 한 달 동안의 자료이고, 두 관측소를 그림에서 붉은 타원으

로 둘러싸서 표시하였다. 

경사계 자료

그림 1에 있는 국토해양부가 운용하는 GNSS 상시관측소들

의 안테나 탑들 증 일부에는 미국 Applied Geomechanics 사

의 MD-900TH 경사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밀도는 0.002o,

정확도는 0.01o이다. 그림 2는 우리나라에서 표준으로 채택, 사

용되고 있는 안테나 탑의 기본설계도이다. 

경사계는 기기함 안의 바닥에 장착되어 있고, 지면으로부터

의 높이는 약 1.6 m이다. 그리고, 안테나 밑면의 높이는 5.0 m

이다. 이 논문에서 주로 이용한 경사계자료는 앞 절의 GNSS

자료의 경우와 같은 보은(BOEN)과 괴산(GSAN)의 2007년 6

월 한 달 동안의 자료이다. 

자료의 처리

자료 처리의 목적은 GNSS측정자료로부터 계산한 안테나

위상 중심 위치의 일변화 양상과 안테나 탑 위에 단 경사계에

의해 측정된 경사의 일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유사

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두 자료군의 형태는

같아야 한다.

각 GNSS 상시관측소의 자료만으로 위치를 계산하면(single

positioning) 계산된 위치의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GNSS 상

시관측소들 사이에 대해서 차분계산(DGNSS; Differential

GNSS)을 하는 것이다.

한편, 경사계자료는 각 관측소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처리,

계산해도 그 오차가 크지 않으므로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두 자료군의 형태가 같아야 하는 이유로 두 관측소의 경사계

자료의 처리에 있어서도 차분계산을 한다.

GNSS 자료의 처리

어떤 기준 시간 t=0에서의 괴산관측소의 안테나 위상 중심

의 위치를 VG(0)라 하고, 보은관측소의 안테나 위상 중심의 위

치를 VB(0)라 하자. 그러면, 어떤 시간 t에서의 위치 VG(t)와

VB(t)는 각각,

VG(t) = VG(0) + evG(t) (1)

VB(t) = VB(0) + evB(t) (2)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evG(t)와 evB(t)는 각 관측소에서

의 오차이다. 

그런데, 단독 측위를 했을 때 evG(t)와 evB(t)는 각각 수 m를

넘으므로, 이러한 오차가 적은 위치값을 얻기 위해서 DGNSS

를 하게 되는 것이다. 

Fig. 1. GNSS stations in southern part of Korea.

Fig. 2. Basic design of generally used antenna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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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괴산을 시점으로 하고 보은을 종점으로 하는

DGNSS를 했을 때 그 결과값을 VBG(t)라 하면,

|VBG(t) = VB(t) − VG(t) 

  = VB(0) + evB(t) − VG(0) − evG(t) 

    = |VBG(0) + |evBG(t) (3)

이 되고, 시간 t의 범위 동안 지괴운동 등을 받지 않았다면

|VBG(0)는 고정된 값이 되고, |evBG(t)는 매우 작은 값이 된다.

그림 3의 (a)는 2007. 05. 31.의 두 관측소의 GNSS 측정자

료와 IGS (International GNSS Service)로부터 받은 정밀궤도

력을 이용하고 TGO (Trimble Geomatics Office) 프로그람을

통하여, 1시간마다, 그 시간을 중심으로 앞/뒤로 각각 1시간

30분 동안의 측정값 즉, 3시간 동안의 자료로부터 계산한

|VBG(t) 값이고, (b)는 거기에 kalman filter (Lauritzen, 2002)를

적용한 결과를 그린 것이다. kalman filter는 어떤 시계열자료

에 random 잡음이 있을 때 그것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이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그러한 잡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잡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

며, 측정 잡음 공분산 R = 1로 하였고, 다른 매개변수들은

Fig. 3. Trace of DGNSSed vector GSAN → BOEN, 31. 05. 2007,

1 div. = 5 mm, (a) as was calculated, (b) kalman filtered on (a).

Fig. 4. Trace of DGNSSed and kalman filtered vectors GSAN →

BOEN, 05. 06. 2007.

Fig. 5. Trace of DGNSSed and kalman filtered vectors GSAN →

BOEN, 13. 06. 2007.

Fig. 6. Trace of DGNSSed and kalman filtered vectors GSAN →

BOEN, 19. 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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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로 주었다. 여기서, 0은 00:00 시점의 값을, 23은 23:00

시점의 값을 나타낸다. 한편, 2007. 01. 01.을 001로 하는

2007. 05. 31.의 일련번호(Julian Day)는 151이다. 

여기서, 시간은 세계 표준시(UT; Universal Time)이고, 다음

에 나오는 경사계 자료에 있어서는 한국 표준시(KT; Korean

Time)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

자의 자료에 9시간을 더하여 같은 시간끼리의 자료점을 비교

하여야 한다. 

두 관측소 안테나 사이의 수평 벡터 성분의 6월 한 달 동안

의 평균은 괴산관측소에서 보은관측소를 보는 방향으로,

−4009.075 m(서쪽), −38533.638 m(남쪽)이다.

이하 그림 4, 5, 6은 각각 06. 05., 06. 13., 06. 16.에 해당하

는 결과이다.

경사계 자료의 처리

그림 7은 이상규 등(1993)이 지면 위에 고정한 경사계로부

터 측정한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

로 보면 경사의 변화는 해의 이동 방향과 같은 시계 방향임을

알 수 있고, 날씨에 따라 변화 양상이 서로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안테나탑은 맑은 날의 경우, 햇빛을 받는 쪽 면의 온도가 다

른 쪽 면의 온도보다 높아지고 그 결과 콘크리트 등 탑을 구

성하는 소재가 늘어나서 해의 반대방향으로 굽어지는 현상이

Fig. 7. Trace of tilt vectors on some typical days in year 1993 (after

LEE et al. (1993), p. 35).

Fig. 8. Result of processing on tilt-meter data, 31. 05. 2007, (a) BOEN tilt-meter data, (b) GSAN tilt-meter data, (c) Trace of differentiated

tilt vector GSAN → BOEN, (d) kalman filtered 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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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그것을 하루 단위로 보면 안테나 위치의 궤적은 그

림 8에서의 평균과 같이 해의 운동과 회전방향은 같고 위상

차이는 180o 되는 원운동을 하게 된다.

물론 날씨가 흐렸을 경우에는 원운동이 아닌 언뜻 보기에는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운용하고 있는 GNSS 상시관측소 중 일부에

는 미국 Applied Geomechanics 사의 MD-900TH 경사계가 설

치되어 있는데, 정밀도는 0.002o, 정확도는 0.01o이다(Applied

Geomechanics Inc., 2006).

어떤 기준 시간 t=0에서의 괴산관측소의 경사계로부터 측정

된 값을 TG(0)라 하고, 보은관측소의 경사계로부터 측정된 값

을 TB(0)라 하자. 그러면, 어떤 시간 t에서의 값 TG(t)와 TB(t)

는 각각,

TG(t) = TG(0) + etG(t) (4)

TB(t) = TB(0) + etB(t) (5)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etG(t)와 etB(t)는 각 관측소에서

의 오차이다. 

그런데, 비교하고자 하는 GNSS 자료가 차분된 자료이므로,

이에 맞추기 위해서 보은의 값에서 괴산의 값을 빼고 그 결과

를 |TBG(t)라 하면,

|TBG(t) = TB(t) − TG(t) 

  = TB(0) + etB(t) − TG(0) − etG(t) 

  = |TBG(0) + |etBG(t) (6)

이 되고, 이 값은 시간 t의 범위 동안 수평방향으로의 지괴운

동과는 독립적인 양이다. 

그림 8의 (a), (b)는 각각 2007. 05. 31.의 보은, 괴산관측소

의 경사계 자료를 독립적으로 그린 것이다. 한편, (c)는 괴산의

경사를 시점으로, 보은의 경사를 종점으로 하여 차분 계산한

값을 그린 것이고, (d)는 이 값에 kalman filter를 적용한 결과

를 그린 것이다.

이하 그림 9, 10, 11은 각각 06. 05., 06. 13., 06. 16.에 해당

하는 결과이다.

처리 결과에 대한 고찰

만약 식 (3)에서 DGNSS로 계산된 벡터 |VBG(t)에 오차

|evBG(t)가 없다면, 즉 0이라면 그 벡터는 시간에 따라 변화없

이 |VBG(0)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식 (6)에서 안테나탑의 원운동이 없다면

|etBG(t)는 0이 되고 |TBG(t)는 |VBG(0)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안테나탑의 원운동이 존재하며 즉, |etBG(t)|0

이고, 또한 오차 |evBG(t)|0이다.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차 |evBG(t)|0와, |etBG(t)에 의한 원

Fig. 9. Trace of differentiated and kalman filtered tilt vectors GSAN

→ BOEN, 05. 06. 2007.

Fig. 10. Trace of differentiated and kalman filtered tilt vectors

GSAN → BOEN, 13. 06. 2007.

Fig. 11. Trace of differentiated and kalman filtered tilt vectors

GSAN → BOEN, 16. 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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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양 |mBG(t) 즉, 

|mBG(t) = h * tan(|etBG(t)) (7)

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가 하는 점이다. 즉, 예를 들면 그림

3(b)와 그림 8(d)로 이루어지는 짝들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가

를 아는 것과 같다.

이 둘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2차원 벡터의 각

원소쌍들의 이격거리의 평균을 구해 보는 것이다. 표준화한다

는 것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σ| 수열 X의 각 원소를 xk

라 할 때, 표준화된 수열 Xs의 원소 xsk를 xsk= (xk– m)/σ로

재계산한 것인데, 그 결과로 Xs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

이 되는 수열이 된다. 

식 (3)과 식 (6)은 각각 

동서 성분 수열 X(|VBG(0) + |evBG(t))와 

남북 성분 수열 Y(|VBG(0) + |evBG(t)) 및

동서 성분 수열 X(|TBG(0) + |etBG(t))와 

남북 성분 수열 Y(|TBG(0) + |etBG(t))로

나눌 수 있고, 각 수열을 표준화하여 각각

동서 성분 수열 XVs와 남북 성분 수열 YVs 및

동서 성분 수열 XTs와 남북 성분 수열 YTs로

하자.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이격거리의 평균을 

Diff =  (8)

이라 하자. 이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즉,

하나는 수열 XVs와 수열 YVs과 그 자신인 수열 XVs와 수열

YVs 사이에 대해서 구한 값으로서 0이 되고, 또다른 하나는 4

개의 random 수열을 만들어서 그 값을 구해 보면 원소의 개수

가 많을수록 그 값은 2에 가까워진다. 즉, 우리의 경우에서처

럼 2차원 벡터들의 집합의 경우에는, 두 개의 그림이 완전히

닮았으면 그 값은 0이고, 완전히 서로 상관이 없으면 2가 되

는 것이다. 한편, 1차원 벡터일 경우에는 서로 상관이 없으면

, 2차원 벡터일 경우에는 = 2, 3차원 벡터일 경우에는

, .... n차원 벡터일 경우에는 가 된다(Tijms, 2004).

위와 같이 하여 위에서 예로 든 4 날에 대해서 각각 이격거

리의 평균 Diff를 각각 구해서 표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Diff value for 1 hr span는 어떤 기준 시간을 중심

으로 전/후 각각 30분 즉, 1시간 동안의 자료로부터 평균한 값

이고, Diff value for 3 hr span는 어떤 기준 시간을 중심으로

전/후 각각 1시간 30분 즉, 3시간 동안의 자료로부터 평균한

값이다. 표 1에서 보다시피 두 관측소 안테나 위상 중심 사이

의 차분 벡터의 변화 양상과 두 안테나탑의 경사 차이의 변화

양상은 1.61 ~ 1.88 사이에 있으므로 서로 매우 닮았다기보다

는(일치하면 0.0) 서로 관련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아무

런 상관이 없으면 2.0). 

그러나, 경사계자료가 보여주듯이 명백히 안테나탑은 원운

동에 가까운 운동을 하고 있고, 그 값은 경사계의 성능이 좋을

수록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GNSS 상시관

측소의 경우 경사가 동서 방향, 남북 방향으로 각각 0.1o 이내

로 변화한다면, 안테나의 높이가 5 m 정도이므로 식 (7)에 의

하면 동서, 남북 방향으로 각각 8.8 mm 이내로 변화하는 것이

다. 한편, 괴산을 시점, 보은을 종점으로 계산한 차분 거리 벡

터는 그것 자체가 이미 오차를 가지고 있으므로(cm 단위 이상

이 될 것으로 예상함.) 경사의 움직임과 거리 벡터의 움직임

사이에서 큰 유사성을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비록 그 양은 적지만 안테나 탑 꼭대기의 운동이 존

재함은 확실하므로, DGNSS에서 보정량을 방송하거나 가상기

준국시스템(VRS; Virtual Reference System)에 있어서 안테나

에서 측정된 값을 방송할 때 안테나탑의 경사에 의한 수평 방

향의 오차를 함께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또는, 이러한 적은 양의 오차도 피하려면 안테나탑이 원운동

을 하지 않도록 안테나탑을 설계 및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결 론

국토해양부가 운용하는 보은, 괴산GNSS상시관측소의

GNSS자료와 경사계자료에 대해서 각각 차분계산을 하고 둘

사이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경사계 자료는 각 관측소탑의 꼭대기가 일정 부분의 원운동

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 주며, 2007. 06. 한 달 동안 경사

의 최대 변동 폭은 동서, 남북 방향으로 각각 0.1o 정도 되며,

안테나의 높이를 5.0 m로 볼 때, 이러한 변동 폭에 의한 안테

나의 원운동의 동서, 남북 방향의 변화 폭은 8.8 mm이다.

두 관측소 사이의 표준화된 차분 벡터의 변화 양상과 표준

화된 차분 경사 벡터의 변화 양상 사이에 있어서 각 원소쌍 사

이의 이격거리의 평균값은 1.61 ~ 1.88 사이에 분포하며, 일치

할 경우에는 그 값이 0.0,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값

Σ XVs i( )|XTs i( )( )
2
+Σ YVs i( )|YTs i( )( )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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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of distances between each pair of elements for 4

different days.

cases
Diff value for 1 

hr span
Diff value for 

3 hr span
remarks

1 set & with itself 0.00000 0.00000 coincident

2007. 05. 31 1.87171 1.82760

2007. 06. 05. 1.85289 1.86000

2007. 06. 13. 1.60772 1.68210

2007. 06. 16. 1.61816 1.71210

among random series 2.00000 2.00000 without any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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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에 해당하므로, 두 자료군 사이에는 서로 매우 닮았다기

보다는 서로 관련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안테나탑의 경사의 변화에 의한 안테나 위치의 변화의 양은

그 크기가 작지만 그 값의 존재가 확실하므로, DGNSS에서 보

정량을 방송하거나 가상기준국시스템(VRS; Virtual Reference

System)에서 안테나에서 측정된 값을 방송할 때 안테나탑의

경사에 의한 수평 방향의 오차를 함께 보내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는, 이러한 적은 양의 오차도 피하려면 안테나탑

이 원운동을 하지 않도록 안테나탑을 설계 및 설치해야 할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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