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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아찾기, 응 구조요청 등의 고정  치정보를 요구하는 다양한 치기반서비스 응용 분야가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부분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S의 정 도는 아직까지 낮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치

기반서비스에 용될 수 있고 무선 환경에서도 안정 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다양한 단말기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객체지향 설계 기법을 이용한 웹서비스 기반의 가형 성항법보정시스템(DGPS)을 설계  제안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시스템의 확장성과 재활용성을 극 화하기 해 UML을 기반으로 객체지향 설계 모

델링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한다. 한 가형의 기 국과 치 보정 측  임워크  서버를 구축하여 

이동국의 치에 따른 GPS의 정 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동국의 치 정 도는 이동환경을 고려하여 안정

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형태인 웹 서비스 기반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구 한다. 마지막으로 성능평

가 결과,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1∼2m이내까지 치측  정 도가 확보할 수 있으며, 88.5% 확률로 2m이하의 

치측  정 도를 확보 할 수 있다.

ABSTRACT

A variety of location-based services applications, such as missing children search, emergency rescue requests and so on that 

requiring high-precision location information are increasing. Precision of GPS that can be used in most systems, however, is still low. 

In this paper, we design and propose a low cost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DGPS) based on Web services using 

object-oriented modeling technique which can offer useable location service, variety device and safe service in wireless environment. 

The proposed system is designed with UML based on object-oriented modeling to maximize system recyclability and system scalability.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improve the precision of the GPS in accordance with mobile station location when build low cost 

mobile station, location differential framework and server. We implement a communication interface based on web-service which is 

available in the form of a variety of services and can offer stable according to mobile environments. Finally, as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we can obtain precision location within 1 ∼ 2m through proposed system and 88.5% probability of less than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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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까지 측  정 도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분야

는 측지 측량이다. 이는 30cm미만의 측  정 도를 

요구하며, 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기 이 되는 기  

측량의 경우에는 수 cm 미만의 측  정 도를 요구

할 정도이다. 실제 지상 기 국을 운 하는 성항법 

보정 시스템(이하, DGPS)의 경우 2m 이하의 측  정

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DGPS 시스템으로도 측지측

량 분야에 용하기에는 부 합 하다는 결론이 나온

다. 아울러 DGPS 시스템은 무겁고 비싸며 력소모

도 많은 편이므로 소형으로 제작되는 치기반서비스

(LBS, Location-Based Service) 용 치측  장비로

는 사용할 수 없다.

기 치기반서비스 분야에서는 일반 GPS 수신칩

을 사용하여 소형으로 제작하 으나 치정확도는 수

십 미터 이상이고, 물류시스템이나 차량 제 응용 분

야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거  치

매노인이나 정신지체아 등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서는 부분 기 AGPS를 사용하여 실내 측 도 가

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하 으나, 결국 측 정확도가 

무 낮아 GPS와 AGPS를 혼용하는 시스템으로 변화

되어왔다. 이러한 치기반서비스 응용을 한 GPS 

시스템의 측 정 도를 향상시키게 되면 더욱 정확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  운 이 가능해진

다. 재에 이르러 스마트폰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

스가 보 되면서 안내[1], 지도서비스, 등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서[2-3]  사용자로부터 

생되어지는 치기반서비스 서비스[4-5]가 증가하고 

있다. 치기반서비스의 기술  분류는 측 기술

(LDT, Location Determination Technology), 치 처

리 랫폼(LEP, Location Enabled Platform), 치 응

용 로그램(LAP, Location Application Program)의 

3가지 부분으로 나  수 있다[7-8]. 치측 기술의 

연구개발 기 단계에서는 오차 범 가 심했지만 최

근에는 정 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모바일기기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인 GPS의 정 도는 아직

도 낮은 상태이며, 실내  터 , 지하 공간 같은 

성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선 이용할 수 없는 단 이 

존재하고 있다[9]. GPS 치측  정 도를 높이기 

한 기술은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활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고가형  고정 도로 활용

되던 DGPS의 시스템을 가형의 고정 도 측 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 LBS분야에 

사용되는 GPS와 AGPS의 치정확도를 높일 수 있

는 가형 DGPS 시스템을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웹 서비스 기반으로 설계  제안한다. 한 다양한 

랫폼을 지원하도록 하여 측 정 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가형 DGPS 시스템은 객체지향 인 

설계 모델링을 기반으로 UML을 이용하여 설계를 진

행[10-11]하며, 설계된 시스템의 기능 구성은 다음과 

같다. DGPS서버에서 구동되는 DGPS 임워크, 기

에 설치하여 DGPS서버에 보정값을 송하기 

한 기 국 시스템, 재 치에서 가장 가까운 기 국

에서 생성한 보정값을 DGPS 서버에서 수신 받아 최

종 서비스를 구 하기 한 이동국 시스템을 구 하

며, 기본 으로 DGPS 임워크는 서비스 요청에 

해 XML 기반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기 국  이

동국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구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

구를 제시하며, 3장에서는 시스템의 재활용성을 해 

객체지향 설계 모델링을 기반으로 DGPS 시스템을 

설계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구  GUI  

통신 인터페이스 결과화면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방안으로 마무리한다.

Ⅱ. 련 연구

본 논문에서는 GPS 오차 범  측정  DGPS 측

 방법을 크게 3가지 련 연구로 구분하여 제안하

는 시스템과의 비교평가를 실시한다.

[12]의 연구에서는 DGPS 기술은 일반 인 GPS 오

차 원인을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한 기술로서 측

값 차분기법, 상 측 기법으로 나뉜다. 측값 차분

기법은 다시 단일차분기법과 이 차분기법으로 나뉘

는데 단일차분기법은 수신기간 차분을 통해 류층, 

이온층, 성궤도오차 등의 기선장에 따르는 오차와 

성시계오차를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해 사용하며, 

이 차분기법은 단일차분에 성간 차분을 추가함으

로써 기선장에 따르는 오차, 성시계오차, 수신기 시



웹서비스 기반의 가형 성항법보정시스템 설계

 489

계를 제거하기 한 DGPS기법이다. 상 측 기법은 

기 으로부터의 상 치를 결정하는 기법으로 기

의 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치를 구할 수 있다. 

[13]의 연구는 기 국과 수신기에서 측정한 가우시

안 화이트 노이즈를 포함하는 왜곡된 치 정보를 보

정하여 정 한 치를 무인자율주행차량에 제공할 수 

있도록 3 의 DGPS수신기를 직선의 3 에 설치하고 

그 치를 측정하여 실제 수신기 간의 거리에 의한 

최소자승법(LSM : 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하

여 오차를 최소화 할 수 기법을 제안하 다. 이 연구

를 통해 측 치의 표 편차가 2.63m에서 0.93m로 

보정되어 치 오차 감소율은 약 65%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의 연구는 자기회귀이동평균(ARMA, Auto Regr 

essive Moving Average)과 자기회귀(AR, Auto Regr 

essive)모델을 신경망과 연계하여 의사거리(pseudoran 

ge)  반송 (carrier phase) 보정 정보의 실시간 측

과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시하 다. DGPS에서 의

사거리 는 반송  보정신호가 손실되었을 때 인공 

신경망은 의사거리  반송  보정신호를 측할 수 

있으며, 제한된 기간 동안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한 

좋은 정확도의 보정 데이터를 제공한다. DGPS 시스템

에 ARMA  AR모델 메커니즘과 인공 신경 네트워크

를 통합하면 DGPS 신호를 일시 으로 사용할 때 상당

히 향상된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다.

Ⅲ. 제안하는 웹서비스 기반의 DGPS 
시스템 

치기반서비스 분야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는 측

방법은 일반 GPS와 AGPS(Assisted GPS)이며 이

와 같은 측 시스템의 치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DGPS 시스템을 제안한다. 불안정한 무선인터넷 환경

에서 안정 인 사용과 다양한 랫폼에 용 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 기반의 DGPS 임워크를 설계 

 제안하며, 체 인 구성은 DGPS 임워크, 기

국 시스템, 이동국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서버의 DGPS 임워크는 기 국과 이동국에서 

자료를 요청하기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인터페

이스를 통해 HTTP 기반으로 송되어지는 정보를 

가공  장하여 XML 형태로 송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 국에서는 보정정보(Differential Infomation) 

생성용 기  데이터를 서버로 송하며, 가공된 보정

정보를 XML로 수신받아 GUI(Graphical User Inte-

rface)를 통해 출력한다. 이동국에서는 이동체의 치

정보를 서버로 송하고 이동국 치에 한 최 의 

보정정보를 XML로 수신받아 GUI에 나타낸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임워크 체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제안하는 체 DGPS 시스템 구조
Fig. 1 Structure of proposed overall DGPS system

3.1. DGPS 임워크 객체지향 모델링 설계

DGPS 임워크는 기 국  이동국 시스템을 

사용하는 리자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논

문을 통해 구축된 체 시스템의 데이터를 장하고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기능을 담당한

다. 기 국으로 부터 GPS좌표를 포한한 가공하기 

의 보정정보를 수신 받아 좌표변환  보정값 생성의 

처리를 거쳐 DB에 장하고, 이동국으로 부터 보정값 

요청 시 이동국과 가장 가까운 치에 해당하는 기

국의 보정값을 달한다. 그 외 사용자권한  속 

리와 사용자정보 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각 기

능에 한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DGPS 임워크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
Fig. 2 Usecase diagram of DGP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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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이동국 시스템에 사용자 리스트, 사용자 

상세정보, 사용자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기 한 시

스 다이어그램이다. 이동국 시스템에서 DGPS 

임워크에 속함과 동시에 사용자 리스트요청(Requ-

estUserList) 오퍼 이션을 호출하고 DGPS 임워

크는 DBMS에 쿼리를 수행하여 사용자리스트정보를 

이동국 시스템에 송한다. 이동국 시스템은 사용자 

정보 요청(RequestUserInfo) 오퍼 이션을 DGPS 

임워크에 요청할 수 있는데 사용자 상세정보

(DetailUserInfo) 는 사용자 이동경로 정보(Select-

MovingPointList) 오퍼 이션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요청하게 되며 각각 사용자 상세 정보 는 사용자 

이동경로 정보를 송하도록 한다.

그림 3. DGPS 임워크 시 스 다이어그램
(사용자 정보)

Fig. 3 Sequence diagram of DGPS framework
(user information)

그림 4는 이동국 시스템에서 DGPS 임워크에 

보정값을 요청하기 한 시 서 다이어그램이다. 이동

국은 DGPS 임워크로 보정값 요청(RequestDi-

fferential) 오퍼 이션을 호출하는데 이때, 이동국에서 

측 된 GPS 측 정보를 송신하게 된다. DGPS 임

워크는 DBMS로 이동국 치를 장(SaveMo-

vePoint)하는 오퍼 이션을 호출하고, 이동국 치에 

가장 가까운 기 국정보를 요청(SelectControlPoint)하

는 오퍼 이션을 호출하여 기 국 아이디(Control-

PointOID)를 얻는다. 기 국 아이디를 이용하여 

DBMS에 해당하는 최근 생성된 보정정보를 요청(Sel-

ectDifferential)하는 오퍼 이션을 호출하여 받은 보정

정보(DifferentialData)를 이동국으로 송한다.

그림 4. DGPS 임워크 시 스 다이어그램
(보정값 요청)

Fig. 4 Sequence diagram of DGPS framework 
(correction value request) 

그림 5는 DGPS 임워크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다. DGPS 임워크에서 DBMS의 커넥션을 이루

기 해 G2MyBatis 클래스를 정의하 으며 내부 메

서드와 멤버는 모두 정 (Static)으로 선언하여, 

DBMS 커넥션 타임과 타 클래스에서 new 연산자 사

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하

다. G2DAO 클래스는 G2MyBatis 클래스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하기 한 모든 메서드를 제공하고, 

G2UTIL 클래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데이터

를 XML로 송할 수 있도록 한다. CpVO(기 데

이터) 클래스, DpVO(보정값) 클래스, MpVO(이동국

치정보) 클래스, UserVO(사용자데이터) 클래스는 

DBMS 데이터를 맵핑하고 클래스간 데이터를 달하

기 해 사용되며, G2GeoTrans 클래스는 G2DAO 클

래스에서 호출하여 사용하는데 타원체간 좌표변환

(GPS2GRS80, GPS2BESSEL 메서드), 경 도 좌표

를 직각평면좌표로 변환(GP2TM 메서드)과 그 역변

환(TM2GP 메서드), 도/분/  단 로 측 되는 GPS 

좌표를 각도로 변환하는 기능(GPS2DEG 메서드)과 

그 역변환 (DEG2DMS 메서드) 등의 기능을 수행하

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G2GeoTrans 클래스가 생

성되면 자동으로 SetInitDefault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타원체간 좌표변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7-매개변수

(7-parameter) 계산을 한 변형모델인 Bursa-Wolf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에 사용할 7개의 매개변수와 주

요 타원체(WGS84, BESSEL)의 Geoid Data를 설정한

다. G2GeoTrans 클래스 내부에서 데이터 교환을 

한 클래스로 G2Int, G2Double, CCorrection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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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림 5. DGPS 임워크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5 Class diagram of DGPS framework

3.2. 기 국 시스템 설계

기 국 시스템 어 리 이션의 구성은 DGPS 

임워크에 보정정보를 송하기  우선 보정서버에 

속(ConnectServer)하는 기능과 속해제(Discon-

nectServer) 인터페이스를 통해 리자의 사용자 인

증을 하도록 하며, GPS 설정 기능을 통해 GPS수신

기를 속하기 한 환경을 설정한다. GPS 연결을 

수행하여 GPS로부터 수신되는 NMEA 정보를 GPS-

Receiver 기능 클래스에서 분석하여 DGPS 임워

크의 보정값 송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고 송되는 

보정값을 화면에 표출하는 역할(Differential Data 

Sender)을 수행하는 기능 클래스와 기 국 시스템에

서 좌표변환에 련된 모든 기능(Coordinate Tra-

nslator)을 수행하는 기능 클래스로 구성된다. 그림 6

은 기 국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기 국 시스템의 구성도
Fig. 6 Structure map of base station 

기 국은 기 에 GPS수신기와 함께 기 국 시스

템을 설치하여 DGPS 임워크에 보정정보를 송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기능 유형은 크게 보정서버

속  해제, GPS 리 기능으로 구성되며, 각 기능에 

한 상세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기 국 시스템의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
Fig. 7 Usecase diagram of base station 

그림 8은 리자가 기 국 시스템을 통해 DGPS 

임워크에 보정값을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

국 시 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8. 기 국 시스템의 시 스 다이어그램
(보정값 생성)

Fig. 8 Sequence diagram of base station
(correction value creation)

리자는 기 국 시스템에 GPS 속(ConnectGPS) 

오퍼 이션을 호출하면 설정 일(Local Config File)

을 통해 GPS수신기 속 설정을 가져와 용한다. 

기 국 시스템은 자체 으로 시스템상태체크(Check-

SystemState) 오퍼 이션을 통해 수신된 GPS 데이터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8권 제3호

492

가 사용가능성과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하여 보정값 

생성 요청이 가능한지 검한다. 그 후 생성된 GPS 

치데이터를 이용해 DGPS 임워크에 보정값 생

성(CreateDifferential) 오퍼 이션을 호출하여 보정값

을 생성한다. 보정값을 받은 후 보정된 GPS 좌표를 

계산(CalcDifferentialCoord)하고 해당 정보와 치를 

GUI에 표출한다.

그림 9는 기 국 시스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기 국 시스템의 리자에게 GUI를 제공해주기 해 

Form을 상속받은 G2BaseStation 클래스를 정의한다. 

G2UTIL 클래스에서는 일입출력, 날짜  시간 변

환 등의 메서드를 제공하며, G2XMLConvertor 클래

스는 DGPS 임워크를 통해 송되어지는 XML 

데이터를 DataTable 클래스  Boolean 타입으로 변

환하기 한 메서드를 제공한다. G2GeoTrans 클래스

는 G2NmeaParser  G2BaseStation 클래스에서 호

출하여 사용하는데 도분  단 로 측 되는 GPS 좌

표를 각도로 변환하는 기능(GPS2DEG 메서드)과 그 

역변환 (DEG2DMS 메서드) 기능 그리고 경 도 좌

표를 직각평면좌표로 변환(GP2TM 메서드)과 그 역

변환(TM2GP 메서드)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G2NmeaParser 클래스는 G2BaseStation 클래스에서 

GPS수신기로 부터 SerialPort 클래스를 통해 수신되

는 GPS NMEA 데이터를 분석하여 GPS 고유 데이터

를 처리하기 한 클래스다. 

그림 9. 기 국 시스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9 Class diagram of base station

3.3. 이동국 시스템 설계

이동국 시스템 어 리 이션의 구성은 DGPS 

임워크에 보정정보를 요청하기  우선 보정서버에 

속하는 기능과 속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하도록 하며, GPS 설정 기능을 통해 GPS수

신기를 속하기 한 환경을 설정한다. GPS 연결을 

수행하여 GPS로부터 수신되는 NMEA 정보를 GPS-

Receiver 기능 클래스에서 분석하여 DGPS 임워

크의 보정값 요청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고 송되는 

보정값을 합산한 GPS 치정보를 화면에 표출하는 

역할(Request Differential Data)을 수행하는 기능 클

래스와 이동국 시스템에서 좌표변환에 련된 모든 

기능(Coordinate Translator)을 수행하는 기능 클래스

로 구성된다. 그리고 사용자정보 요청과 지도화면 표

출  제어를 한 기능 클래스로 구성된다. 그림 10

은 이동국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 이동국 시스템의 구성도
Fig. 10 Structure map of mobile station

이동국 시스템은 리자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

으며, 본 논문을 통해 구축된 체 시스템의 최종 이

용하는 클라이언트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설정된 주

기에 따라 DGPS 임워크 보정값을 요청하여 측

된 치에 보정값을 용하여 최종 치값을 지도

화면에 출력한다. 기능 유형은 크게 보정서버 속  

해제, GPS 리기능, 사용자정보검색, 지도 리 기능으

로 등으로 구성되며, 각 기능에 한 상세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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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이동국 시스템의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
Fig. 11 Usecase diagram of mobile station

그림 12는 사용자가 이동국 시스템을 통해 DGPS 

임워크에 보정값을 요청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

동국 시 스 다이어그램이다. 사용자는 이동국 시스템

에 GPS 속(ConnectGPS) 오퍼 이션을 호출하면 

설정 일(Local Config File)을 통해 GPS수신기 속 

설정을 가져와 용한다. 기 국 시스템은 자체 으로 

시스템상태체크(CheckSystemState) 오퍼 이션을 통

해 수신된 GPS 데이터의 사용가능성과 네트워크 상

태를 체크하여 보정값 요청이 가능한지 검한다. 그 

후 생성된 GPS 치데이터를 이용해 DGPS 임

워크에 보정값 요청(RequestDifferential) 오퍼 이션

을 호출하여 보정값을 생성한다. 보정값을 받은 후 보

정된 GPS 좌표를 계산(CalcDifferentialCoord)하고 해

당 정보와 치를 GUI에 표출한다.

그림 12. 이동국 시스템의 시 스 다이어그램
(보정정보 요청)

Fig. 12 Sequence diagram of mobile station
(correction value information request)

그림 13은 이동국 시스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설

계이다. 이동국 시스템의 리자에게 GUI를 제공해주

기 해 Form을 상속받은 G2MobileStation 클래스를 

정의하 다. G2UTIL 클래스에서는 일입출력, 날짜 

 시간 변환 등의 메서드를 제공하며, G2XML 

Convertor 클래스는 DGPS 임워크를 통해 송되

어지는 XML 데이터를 DataTable 클래스  Boolean 

타입으로 변환하기 한 메서드를 제공한다. 

G2GeoTrans 클래스는 G2NmeaParser  G2BaseS 

tation 클래스에서 호출하여 사용하는데 도분  단

로 측 되는 GPS 좌표를 각도로 변환하는 기능

(GPS2DEG 메서드)과 그 역변환 (DEG2DMS 메서

드) 기능 그리고 경 도 좌표를 직각평면좌표로 변환

(GP2TM 메서드)과 그 역변환(TM2GP 메서드)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G2NmeaParser 클래스는 G2 

MobileStation 클래스에서 GPS수신기로 부터 Serial 

Port 클래스를 통해 수신되는 GPS NMEA 데이터를 

분석하여 GPS 고유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클래스

다. 

그림 13. 이동국 시스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13 Class diagram of mobile station 

3.4. DGPS 시스템 치 보정 알고리즘

수신된 경 도 좌표값을 직각평면좌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은 가우스상사이 투 법(Gauss Conformal 

Double Projection)[15]을 용하 다. 가우스상사이

투 법은 경 도 타원체상의 경 도 좌표값을 우리나

라 역의 3계로 구분한 평면상의 직각좌표로 변환할 

수 있다. 가우스상사이 투 법은 투 면상에 있어서

의 방향각  변을 일정법칙에 따라 이를 지구상으로 

투 하고, 다시 구면상에서 평면상으로 투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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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지구상에서의 그림 14에 표시되는 지구직각좌표

(X, Y)를 고려하면,  P1은 지구상의 원  P0을 지

나는 기 자오선과 수직으로 교유하는 원(Great 

Circle)의 일부를 지나는 교 이라 하면 구면 삼각형 

N P1 P'에 하여 X  Y는 수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14. 평면직각좌표로의 계산
Fig. 14 Calcurate to transverse mercator

 tancos
tan



  sincossin
(1)

따라서 자오선 N' P0을 도라고 하면 지구상의 

좌표(X, Y)는 수식 2와 같이 평면상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ln tan°



(2)

타원체간 상호간의 좌표변환을 Bursa-Wolf 방식의 

7-매개변수 방식에 의하여 상사변환을 수행할 수 있

다. Bursa와 Wolf에 의해 제시된 7-매개변수 변환모

델[9]은 수식 3과 같다.


 







(3)

일반 인 형태는 그림 15와 같다. XB은 우리나라 

실용성과의 지심직각좌표, XW는 WGS84상의 지심직

각좌표이고, T는 이동량 벡터(△x, △y, △z)이며, △s

는 축척차이다. Rz(κ)Ry(φ)Rx(ω)는 두 좌표계사이의 

회 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그림 15. Bursa-Wolf의 변환 모델
Fig. 15 Transformation model of Bursa-Wolf

3.5. DGP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사용

자정보(TB_USER), 기 국정보(TB_CP), 이동국 치

정보(TB_MP), 보정값정보(TB_DP)이며 이에 한 

E-R 다이어그램은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DGPS 임워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Fig. 16 DGPS framework database schema

TB_USER는 사용자정보를 장하여 이동국  기

국이 DGPS 임워크에 사용자 인증요청과 사용

자정보요청에 한 인터페이스 처리 시 참조하며 사

용자 인증키와 기 국 권한일 경우 리하는 기 국

의 키값(CP_OID)을 장한다. TB_USER 테이블은 

TB_CP 테이블과 0  1 계를 가져 기 국 사용자

에 해서만 TB_CP의 키를 참조한다. 그리고 

TB_MP 테이블과 1  N의 계를 갖도록 하여 이

동국 사용자에 해 다수의 치 제 정보를 장할 

수 있다. TB_MP 테이블은 이동국의 치정보를 

장하기 해 사용하며, TB_CP 테이블은 기 국의 정

측  경 도 좌표 등의 정보를 장한다. TB_CP 

테이블은 TB_DP와 1  N의 계를 맺도록 하여 하

나의 기 국에서 다수의 보정값을 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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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한다.

Ⅳ. 구   성능평가

4.1. 구  환경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   성능평가 환경은 표 1

과 같다. 

구분 항목 내용

S/W

OS Windows7 Professional SP1

WAS Tomcat 6.0

JDK Standard 1.6.0

DBMS PostgreSQL 8.3

ORM

F/W
iBatis 3.0

H/W

CPU Intel Core i7 2.8Ghz

RAM DDR3 4GB

Network 50(down) / 50(up)Gbps

표 1. 구   성능 평가 환경
Table 1.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environment

4.2.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  결과

4.2.1. 보정값 생성  요청 인터페이스

기 국에서는 지정한 시간마다 보정값을 생성하는 

인터페이스를 주기 으로 호출하도록 한다. 이때 송

하는 라미터로는 사용자키, 생성날짜, 생성시간, 

도(WGS84), 경도(WGS84), 고도(m단 )이며 인터페

이스를 호출하는 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DGPS 시스템 보정값 생성 인터페이스
Fig. 17 Interface of DGPS system correction value 

creation

그림 17에서 사용한 도, 경도, 고도 값은 기 국

에 설치한 GPS수신기로부터 측 된 값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사용자키 값 한 기 국 권한을 가진 사

용자만 인터페이스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림 18은 보정값 요청 인터페이스를 호출한 결과이

다. 보정값 요청 인터페이스는 이동국이  치에서 

측 인 가장 가까운 기 국의 최근 생성된 보정값을 

요청하는데 사용된다. 입력하는 라미터로는 사용자키, 

요청날짜, 요청시간, 도(WGS84), 경도(WGS84), 고도

(m단 ), 이동속도(km/h)이며 보정값 요청 시 이동국의 

치가 자동으로 로깅되도록 구 한다.

그림 18. DGPS 시스템 보정값 요청 인터페이스
Fig. 18 Interface of DGPS system correction value 

cr request

4.2.2. 이동국 치 로깅  검색 인터페이스

이동국 치 로깅 인터페이스는 이동국이 이동하는 

치를 주기 으로 서버에 로깅하기 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이때 호출할 페이지는 mp_insert.jsp 

이며, 라미터로는 사용자키, 요청날짜, 요청시간, 

도(WGS84), 경도(WGS84), 고도(m단 ), 이동속도

(km/h)이며 인터페이스를 호출하는 는 그림 20과 

같다. 이동국 로깅후 결과값으로는 기본 인 치정보 

 보정된 치정보가 계산되어 장된다.

그림 19. DGPS 시스템 이동국 치 로깅 인터페이스
Fig. 19 Interface of DGPS system mobile station 

location logi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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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 통계

합계
∼0.5 0.5∼1 1∼1.5 1.5∼2 2∼2.5 2.5∼3 3∼3.5 3.5∼

DGPS
횟수 3,773 7,600 5,323 1,358 1,457 828 55  - 20,394

백분율 18.5% 37.3% 26.1% 6.7% 7.1% 4.1% 0.3% 0.0% 100%

BS1
횟수 2,158 1,937 5,083 3,123 3,185 2,786  481 1,641 20,394

백분율 10.6% 9.5% 24.9% 15.3% 15.6% 13.7% 2.4% 8.0% 100%

BS2
횟수 1,967 3,127 2,438 4,147 3,810 1,989 1,047 1,869 20,394

백분율 9.6% 15.3% 12.0% 20.3% 18.7% 9.8% 5.1% 9.2% 100%

BS3
횟수 633 2,736 3,469 1,928 3,724 2,569  788 4,547 20,394

백분율 3.1% 13.4% 17.0% 9.5% 18.3% 12.6% 3.9% 22.3% 100%

MS
횟수   417 1,621 2,140 3,815 2,891 1,964 1,148 6,398 20,394

백분율 2.0% 7.9% 10.5% 18.7% 14.2% 9.6% 5.6% 31.4% 100%

표 2. 단 별 GPS측  통계
Table 2. Stats of unit by GPS measurement

그림 20은 이동국 치 검색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별 최근 이동 경로 데이터를 검색하기 한 인터페이

스이다. 라미터로는 사용자키, 이동국사용자OID, 요

청건수이며 인터페이스를 호출한다.

그림 20. DGPS 시스템 이동국 검색 인터페이스
Fig. 20 Interface of DGPS system mobile station 

search

4.3. 기 국 시스템 GUI

기 국 시스템은 GPS수신기로부터 치정보를 수

신받아 기 과 비교하여 보정값을 생성하기 한 

시스템이다. 기 국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이 실행 할 

수 있으며, 재 GPS수신정보, 보정값 정보, 보정값 

생성 주기 등의 정보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림 21

은 기 국 시스템 실행 화면이다.

그림 21. 기 국 시스템 GUI
Fig. 21 Base station system GUI

4.4. 이동국 시스템 GUI

이동국 시스템은 DGPS 임워크로부터  치

에 가장 가까운 기 국의 보정값을 받아 GPS수신기

로부터 수신 받은 치정보와 합산하여 보정된 좌표

를 생성하고, 자신의 치를 서버에 장하여 치 

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응용 시스템이다. 기 국 권한 

외 모든 사용자가 실행 할 수 있으며, 재 GPS 수

신정보, 보정값 정보, 리자의 경우 사용자 이동정보

를 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2는 이

동국 시스템 실행 화면이다.



웹서비스 기반의 가형 성항법보정시스템 설계

 497

그림 22. 이동국 시스템 GUI
Fig. 22 Mobile station system GUI 

4.5. 성능 평가 결과

표 2는 측  결과에 한 단 별 오차 거리에 한 

통계자료이다. 0∼3.5m 까지 0.5m 단 로 오차거리 

횟수를 산출하 으며, 보정 후 오차 거리 자료는 

3.5m 이내로 100% 측 되었다. 표 3은 측  결과에 

한 계 통계 자료이다. 자체 GPS 수신의 경우

(BS1∼BS3, MS)는 오차 범  1m 이하의 경우 10∼

25% 이내, 2m 이하의 경우 39.2%∼60.3%의 범 로 

측 되었다. 보정한 결과(DGPS)는 1m 이하의 경우 

55.8% 이며, 2m 이하의 경우 88.5%로 측 되었다.

구분
통계 계

1m 이하 2m 이하

DGPS
횟수 11,373 18,054

백분율 66.8% 88.5%

BS1
횟수 4,095 12,301

백분율 20.1% 60.8%

BS2
횟수 5,094 11,679

백분율 26.0% 57.3%

BS3
횟수 3,369 8,766

백분율 16.5% 48.0%

MS
횟수 2,038 7,996

백분율 10.0% 39.2%

표 3. GPS측  통계 계
Table 3. Total of GPS measurement stats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객체지향 설계 모델링을 이용하여 

LBS의 측 정 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

인 DGPS 측 방법의 측정비용  제한 인 모바

일 기기 등의 문제에 한 안으로 이기종 랫폼에 

용할 수 있는 LBS 응용을 한 웹서비스기반의 

DGPS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시스템

의 재활용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객체지향 설계 모

델링을 기반으로 UML을 이용한 시스템 설계 방법으

로 설계하 다. 시스템의 기능으로는 기존의 고가로 

제안된 기 국  이동국의 치 보정 시스템을 다양

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가의 치 보정 시스템으

로 구 하 다. 한 고정  치 측 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통신방법을 웹 서비스 형태로 구 하 다. 

제안된 DGPS 시스템에서는 일반 GPS수신기 4 를 

이용하여 약 6시간가량의 측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

평가를 하 으며, 기 10분여의 불안정한 치측  

시 부터 모든 자료를 결과 산정에 반 하 다. 일반

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의 DGPS수신기가 1∼

2m이내까지 치측  정 도가 확보할 수 있으며, 제

안하는 DGPS 시스템 한 88.5% 확률로 2m이하의 

치측  정 도를 확보 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GPS로 측 된 보정값의 정 도를 

향상시키기 해 다양한 GPS 수신기를 측량  정

치측  분야 등 보다 넓은 분야에 용될 수 있도

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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