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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외에서 수 많은 범죄  재난 구조 상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보다 효율 으로 처하기 

해서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빠른 치 정보 공유가 실히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형 GPS나 AGPS를 활용하여 

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웹서비스 기반의 DGPS 임워크  성능평가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임워크는 DGPS 서

버에서 구동되는 DGPS 임워크, 기 에 설치하여 DGPS서버에 보정값을 송하기 한 기 국 시스템, 재 치에서 

가장 가까운 기 국에서 생성한 보정값을 DGPS 서버에서 수신 받아 최종 서비스를 한 이동국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기본

으로 DGPS 임워크는 서비스 요청에 해 XML 기반으로 응답하도록 설계한다. 한 성능평가를 하여 순천시에서 

설치 운 인 기   2  도시기  3개소를 선택하여 사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성능 평가를 수행한 결과, 오차 개선율

에 있어서는 타 연구에 비해 약 10%~15% 정도의 보정율 향상을 보 으며, XML 기반의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넷북 등의 이동형 단말기를 통해 보정값을 수신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ABSTRACT

A number of crime and disease relief situation show a clear increasing trend in domestic and overseas country. In particular, we desperately need a 

fast location information sharing with high accuracy for dealing with this situation efficiently. In this paper, we propose a DGPS framework and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Web service enable increase location accuracy using low-cost GPS or AGPS. The framework consists of mobile station to 

realize the final service by receiving the correction values that are created in the base station closest to the current position from DGPS server, base 

station system to transmit the correct values to DPGS server by installing at base point and DGPS framework working at DGPS server. Our framework is 

fundamentally designed to respond based on XML to service request. In addition, for performance evaluation, we make use of 3 sites of Level 2 city 

base-station among the base stations being operated in Suncheon-si.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we show that our framework outperforms about 

10%~15% in terms of error improvement rate, compared with the existing schemes. And we have the advantage that various services can be expanded 

owing to receiving the correction values through mobile device such as, smart phone, smart pad, net-book by using XML based Web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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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사회  범죄는 매우 지능 이고 다변화 인 

형태로 변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을 

상 로 한 범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한 수 에 이

르고 있다. 그러나 재 여성에 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한 상태이다. 한 범죄 신고는 

모바일기기에 포함된 GPS를 기반으로 신고자의 치

를 기지국형태로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자의 사고 

장까지 확인하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 만약 모

바일기기에 장착된 GPS를 이용하여 고정 의 치기

반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범죄 장을 찾는 시간은 매

우 단축될 것이다. 이러한 치기반서비스(Loca 

tion-Based Service)는 GPS를 이용해 이용자의 치

를 악하고 이와 련된 어 리 이션을 부가한 서

비스를 가리키는 것이며, 기술  분류는 측 기술

(Location Determination Technology), 치 처리 

랫폼(Location Enabled Platform), 치 응용 로그

램(Location Application Program)의 3가지 부분으로 

나  수 있다[1-2].

치측 기술의 연구개발 기 단계에서는 오차 범

가 심했지만 최근에는 정 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모바일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인 

GPS의 정 도는 아직도 낮은 상태이며, 실내  터

, 지하 공간 같은 성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선 

이용할 수 없는 단 이 존재하고 있다[3]. GPS 치측

 정 도를 높이기 한 기술은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활용해야 하며, DGPS 

시스템의 방법으로는 크게 지상  DGPS, 성 DGPS

로 분류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응용되는 다양한 

치기반서비스에서는 차 고정 의 신속한 사용자 

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내외 측  기술이 가

능하도록 실내에 설치된 Wifi를 이용하여 오차범  

3～5m내외의 정확한 치 제공 기술을 개발하는 방

안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이다[3-4]. 치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측 정 도를 향상시키기 해 

DGPS 시스템을 용하고자 하나 보정값 수신 장비

가 크고 고가이며 력 소모량이 일반 GPS수신기에 

비해 더 많아 활용하기 힘든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치기반서비스 분야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

는 치측 방법은 일반 GPS와 AGPS(Assisted 

GPS)로서 소형화, 력, 비용 등의 특성을 갖는 

반면 치측  정 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LBS분야에 사용되는 가형 GPS와 

AGPS의 치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DGPS 임워

크를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웹서비스 기반으로 설계 

 구 한다. 아울러 다양한 랫폼을 지원하도록 하

여 측 정 도를 향상시킨다. 제안하는 DGPS 임

워크는 다음과 같다. DGPS서버에서 구동되는 DGPS 

임워크, 기 에 설치하여 DGPS서버에 보정값

을 송하기 한 기 국 시스템, 재 치에서 가장 

가까운 기 국에서 생성한 보정값을 DGPS 서버에서 

수신 받아 최종 서비스를 구 하기 한 이동국 시스

템으로 구성되며, 기본 으로 DGPS 임워크는 서

비스 요청에 해 XML 기반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기 국  이동국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구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정보 장매체인 RDBMS

와 웹서비스를 연계하는데 있어 iBatis 임워크를 

이용하여 DBMS 자원을 리하고 사용자 근 시간 

 서버 자원을 효율 으로 구 하며, 데이터 검증을 

한 지도 UI(User Interface)에는 다음지도(Daum-

Map)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 한다. 그리고 기 국으로 

활용하기 한 기 은 라남도 순천시에서 설치 

 운 인 기   2  도시기 을 3개소 선택

하여 사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동국의 치 보정 성

능을 평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

구를 제시하며, 3장에서는 시스템의 기본 인 알고리

즘 정의  기 국, 이동국, DGPS 서버 임워크를 

설계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구  GUI  

성능평가를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방안을 제시한다.

Ⅱ. 련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GPS 

오차 범  측정  DGPS 측  방법을 크게 3가지 

련 연구로 구분하여 제안하는 시스템과의 비교  

평가한다.

첫째, [5]의 연구는 의사 거리 보정치(PRC, Pse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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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Revision) 선형 보간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 

 검증하여 개선된 사용자 치를 악할 수 시스템

을 제시하 다. 장실험은 국토해양부에서 운 하는 

DGPS 기 국을 이용하고 PRC 재생성 알고리즘의 

치해 성능 분석을 해 개별 DGPS 치해와 3  

커버리지 조합의 치값을 확인하 다. 한 상호 비

교한 결과는 치오차 개선율이 평균 41%로 PRC 재

생성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검증했다. 

둘째, [6]의 연구는 기 국과 수신기에서 측정한 가

우시안 화이트 노이즈를 포함하는 왜곡된 치 정보

를 보정하여 정 한 치를 무인자율주행차량에 제공

할 수 있도록 3 의 DGPS수신기를 직선의 3 에 설

치하고 그 치를 측정하여 실제 수신기 간의 거리에 

의한 최소자승법(LSM : Least Square Method)을 사

용하여 오차를 최소화 할 수 기법을 제안하 다. 이 

연구를 통해 측 치의 표 편차가 2.63m에서 

0.93m로 보정되어 치 오차 감소율은 약 65% 감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의 연구는 특정 측소 지리  치

에 의한 류권 라미터에 따른 성 클럭오차 특성

을 분석한 것으로 PANDA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측소 거리의 간격에 따른 GPS 성 클럭 오차에 따

른 정 단독측 의 성능을 제시하 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거리의 간격이 200kｍ이하인 경우에는 류권 

라미터와 성 시계 오차 라미터의 련성이 크

며, 최  0.8ns의 클럭 오차를 발생하 다. 한 거리

의 간격이 500km이상인 경우에는 성 클럭 오차와 

류권 라미터의 련성이 하게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Ⅲ. 제안하는 DGPS 임워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PGS 임워크는 크게 

서버(Server)와 기 국(Base Station), 이동국(Mobile 

Station)으로 구분된다. 서버는 웹서버(Web Server)와 

구 한 DGPS 임워크, 객체 계형 맵핑(ORM) 

임워크로 iBatis 임워크, DBMS가 설치되어 

연동된다. 기 국은 UMPC(Ultra-mobile PC), GPS수

신기(GPS Receiver), 기 (Control Point)으로 구성

되며 이동국은 UMPC와 GPS수신기로 구성된다. 서

버의 DGPS 임워크는 기 국과 이동국에서 자료

를 요청하기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인터페이스

를 통해 HTTP 기반으로 송되어지는 정보를 가공 

 장하여 XML 형태로 송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 국에서는 보정정보 생성용 기  데이터를 서버로 

송하며, 가공된 보정정보를 XML로 수신받아 사용

자 인터페이스(UI)를 통해 출력한다. 이동국에서는 이

동체의 치정보를 서버로 송하고 이동국 치에 

한 최 의 보정정보를 XML로 수신받아 사용자 UI

에 나타낸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임워크 체 구

조도를 나타내고 있다.

UMPC

GPS Receiver

Control Point

[Base Station]

Web Server

DGPS 
Framework

iBatis
Framework

[Server]

DB

UMPC

GPS Receiver

[Mobile Station]

Differential 
Info.

Moving
Info.

XML XML

그림 1. 제안하는 체 DGPS 시스템 구조도
Fig. 1 Structure map of proposed overall DGPS 

system

DGPS 임워크의 체 인 설계는 DGPS 

임워크 설계, 기 국 시스템 설계, 이동국 시스템 설

계를 수행하며 각 시스템의 상세 설계를 해 UML

을 이용하여 표 한다.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을 사용

하여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시 스 다이어그램을 사

용하여 객체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클래스 다이어

그램을 통해 구 될 시스템의 객체를 설계하고 기능

을 정의한다. 표 1에서는 제안하는 DGPS 체 시스

템의 구성과 기능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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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Function

DGPS 

Framework

Interface : For request from Base 

station and Mobile station

Transmit : Information(process, save) 

based on HTTP as XML 

Base Station 

System

Interface : Received in process revi-

sion information as XML

Transmit : Revision information base 

data to server

Mobile 

Station 

System

Interface : Received revision infor-

mation of optimum location about the 

mobile station as XML

Transmit : Location information of 

mobile to server

표 1. 체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
Table 1. Structure and function of overall system

3.1. DGPS 임워크 설계

제안하는 DGPS 임워크의 구성은 DBMS와 웹

서버로 구분되고 웹서버는 DBMS 자원을 리하기 

해 iBatis 임워크를 이용하여 DGPS 임워

크를 구 한다. DGPS 임워크는 기 국과 이동국

에서 직  근할 수 있는 서비스 클래스와 각 서비

스 모듈에서 사용하는 기능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와 3은 각각 DGPS 임워크의 내부 모듈 

구성도와 설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DGPS 임워크 내부 구성도
Fig. 2 Inner structure map of DGPS framework 

그림 3. DGPS 임워크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3 Class diagram of DGPS framework

DGPS 임워크에서 DBMS의 커넥션을 이루기 

해 G2MyBatis 클래스를 정의하 으며 내부 메서드

와 멤버는 모두 정 (Static)으로 선언하여, DBMS 커

넥션 타임과 타 클래스에서 new 연산자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한다. G2DAO  

클래스는 G2MyBatis 클래스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하

기 한 모든 메서드를 제공하고, G2UTIL 클래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데이터를 XML로 송할 수 

있도록 한다. CpVO(기 데이터) 클래스, DpVO(보정

값) 클래스, MpVO(이동국 치정보) 클래스, UserVO

(사용자데이터) 클래스는 DBMS 데이터를 맵핑하고 클

래스간 데이터를 달하기 해 사용되며, G2GeoTrans 

클래스는 G2DAO 클래스에서 호출하여 사용하는데 타

원체간 좌표변환(GPS2GRS80, GPS2BESSEL 메서드), 

경 도 좌표를 직각평면좌표로 변환(GP2TM 메서드)

과 그 역변환(TM2GP 메서드), 도/분/  단 로 측

되는 GPS 좌표를 각도로 변환하는 기능(GPS2DEG 메

서드)과 그 역변환 (DEG2DMS 메서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G2GeoTrans 클래스

가 생성되면 자동으로 SetInitDefault 메서드를 호출하

는데 타원체간 좌표변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7-매개

변수(7-parameter) 계산을 한 변형모델인 Bursa- 

Wolf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에 사용할 7개의 매개변수

와 주요 타원체(WGS84, BESSEL)의 Geoid Data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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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G2GeoTrans 클래스 내부에서 데이터 교환을 

한 클래스로 G2Int, G2Double, CRevision를 정의한

다.

수신된 경 도 좌표값을 직각평면좌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은 가우스상사이 투 법(Gauss Conformal 

Double Projection)[8]을 용한다. 가우스상사이 투

법은 경 도 타원체상의 경 도 좌표값을 우리나

라 역의 3계로 구분한 평면상의 직각좌표로 변환

할 수 있다. 가우스상사이 투 법은 투 면상에 있

어서의 방향각  변을 일정법칙에 따라 이를 지구

상으로 투 하고, 다시 구면상에서 평면상으로 투

하는 방법이다. 지구상에서의 그림 4에 표시되는 지

구직각좌표(X, Y)를 고려하면,  P1은 지구상의 원

 P0을 지나는 기 자오선과 수직으로 교유하는 

원(Great Circle)의 일부를 지나는 교 이라 하면 구

면 삼각형 N P1 P'에 하여 X  Y는 수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9]. 

그림 4. 평면직각좌표로의 계산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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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은 수식 3과 같다.


 

 





(3)

일반 인 형태는 그림 5와 같다. XB은 우리나라 실

용성과의 지심직각좌표, XW는 WGS84상의 지심직각

좌표이고, T는 이동량 벡터(△x, △y, △z)이며, △s는 

축척차이다. Rz(κ)Ry(φ)Rx(ω)는 두 좌표계사이의 회

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그림 5. Bursa-Wolf의 변환 모델
Fig. 5 Transformation model of Bursa-Wolf

3.2. 기 국 시스템 설계

기 국 시스템(BaseStation)은 기 으로부터 측

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DGPS 임워크으로부

터 보정값을 생성하기 한 시스템이다. 기 국 시스

템의 구성은 기 (Control Point)과 UMPC로 구분

되며 UMPC는 다시 구 한 기 국 시스템 어 리

이션과 GPS수신기(GPS Receiver)로 구성되어 있다. 

기 국 시스템 응용 로그램은 리자가 조작하기 

한 인터페이스들과 확장된 기능을 수행하기 한 

기능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과 7은 각각 기

국 시스템 구성도와 설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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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기 국 시스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7 Class diagram of base station 

기 국 시스템의 리자에게 사용자 UI를 제공하

기 해 Form을 상속받은 G2BaseStation 클래스를 

정의한다. G2UTIL 클래스에서는 일입출력, 날짜 

 시간 변환 등의 메서드를 제공하며, G2XM-

LConvertor 클래스는 DGPS 임워크를 통해 송

되어지는 XML 데이터를 DataTable 클래스  

Boolean 타입으로 변환하기 한 메서드를 제공한다. 

G2GeoTrans 클래스는 G2NmeaParser  G2Bas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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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BaseStation 클래스에서 GPS수신기로 부터 Ser-

ialPort 클래스를 통해 수신되는 GPS NMEA 데이터

를 분석하여 GPS 고유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클래

스다.

3.3. 이동국 시스템 설계

이동국 시스템(Mobile Station)은 GPS수신기로부터 

측 된 GPS 정보를 이용해 DGPS 임워크에 보

정값을 요청하여 측  정 도를 향상시키고 사용자 

치 제를 하기 한 시스템이다. 이동국 시스템은 

기 국 시스템 어 리 이션과 GPS수신기(GPS Rec 

eiver)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국 시스템 어 리 이션

은 사용자 는 리자가 조작하기 한 인터페이스

들과 확장된 기능을 수행하기 한 기능 클래스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8은 이동국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 8. 이동국 시스템의 구성도
Fig. 8 Structure map of mobile station 

그림 9는 이동국 시스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설계

이다. 이동국 시스템의 리자에게 사용자 UI를 제공

하기 해 Form을 상속받은 G2MobileStation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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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의하 다. G2UTIL 클래스에서는 일입출력, 날

짜  시간 변환 등의 메서드를 제공하며, G2XML 

Convertor 클래스는 DGPS 임워크를 통해 송

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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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동국 시스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9 Class diagram of mobile station 

Ⅳ. 구   성능평가

4.1. 구  환경

제안하는 DGPS 임워크의 구   성능평가 

환경은 표 2와 같다.

Item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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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   성능 평가 환경
Table 2.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environment

4.2. 구  결과

그림 10의 보정값을 보면 기 국에서 생성된 GPS 

좌표를 이용해 WGS84  BESSEL 타원체일 때 경

도  도에 용하기 한 보정값과 각 타원체 기

반의 직각평면좌표계상의 X, Y 좌표상의 보정값을 

계산하게 된다. 그림 10은 GPS 좌표를 각도로 변환

하고 WGS84 타원체에 기반으로 직각평면좌표를 생

성하는 코드이다.

그림 10. DGPS 임워크 평면 직각 좌표변환 코드
Fig. 10 Transverse mercator transformation code of 

DGP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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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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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는 기 국 시스템을 한 사용자 UI를 나타낸다.

그림 11. 기 국 시스템 UI
Fig. 11 UI for base station

그림 12와 같이 GPS연결이 되면 GPS수신정보를 

보여주며, 보정값 송 기능을 활성화하면 설정된 주

기별로 보정값을 생성하게 된다. 이 게 생성된 보정

값은 이동국 시스템에서 GPS로부터 수신 받은 좌표 

정보를 보정하는데 사용된다.

a. GPS 정보
a. GPS information

b. 보정값 정보
b. Revision value
information

그림 12. 기 국 시스템 정보 UI
Fig. 12 UI of information for base station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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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PS 정보
(a) GPS information

(b) 보정값 정보
(b) Revision value
information

(c) 사용자 정보
(c) User information

그림 13. 이동국 시스템 정보 UI
Fig. 13 GUI of information for mobile station

그림 13과 같이 GPS연결이 되면 GPS수신정보를 

보여주며, 보정값 송 기능을 활성화하면 설정된 주

기별로 보정값을 생성하게 된다. 이 게 생성된 보정

값은 이동국 시스템에서 GPS로부터 수신 받은 좌표 

정보를 보정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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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tudy of [5] Study of [6] Study of propose

Processing Mode Real Time Localization Real Time Localization Real Time Localization

Revision Protocol RTCM

Gallileo Open Service

Propose System

Revision Mode Radio Beacon
WebService
(HTTP)

Revision Receive 
Device

Only for Device Only for Device HTTP Communication Device

Use Base Stations 3 1 1

Number of 
Measurement Service

1 3 1

Revision the front 
and the back 
Location Error

In less than 1m 0.93m
3.02m(88.5%)

(In less than 2m)

Revision the front 
and the rear Location 

Error
2.449m 2.63m 10.065m

Error Improvement 
Rate

59.2% 64.6%
70.0%
(80.1%)

Use Geodesic Surveying N/A Service based on Location

표 3. 타 연구와의 비교 평가
Table 3. Comparison with other study

4.3. 제안하는 시스템 성능 평가 

그림 14는 남 순천지역에 설치한 3 의 기 국

(BS1～BS3)과 1 의 이동국(MS)을 2014년 5월경에 

약 6시간가량 측 한 결과를 보여주며, DGPS는 이동

국(MS) 보정에 한 보정결과 범 이다. 측  범 는 

±8m 이상 측  되었으나, 그 빈도가 5% 미만이라 평

면 좌표에 해 ±5m에 해당하는 측 결과만 표 한

다. 반 으로 측  10여분 에는 불안정안 측 로 

인해 오차 범  패턴이 일치 하지 않았으나 그 후에

는 일정한 패턴으로 측 가 가능하여 구 한 시스템

을 통한 부분의 DGPS 측 결과가 평면 좌표상 

±2m 범  내로 측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4. GPS별 측  오차 범 ( 치)
Fig. 14 Positioning by GPS error rang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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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6은 시간 흐름에 따른 각 시스템 별 측

 오차 범 를 X좌표 값과 Y좌표 값으로 분류하여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기 10여분 동안은 일정한 

패턴을 갖지 않는 형태로 불안정한 치측 를 하다

가 그 이후부터는 유사한 패턴의 측  오차 결과를 

보여 다. 

그림 15. GPS별 측  오차 범 (시간_x)
Fig. 15 Positioning by GPS error range(time_x) 

그림 16. GPS별 측  오차 범 (시간_y)
Fig. 16 Positioning by GPS error range(time_y)

표 3은 타 연구와의 정성 인 성능을 비교한 것으

로서 [5]에서는 국내 DGPS 지상 기 국 3개소로부터 

보정신호를 받아 DGPS수신기의 측 정 도를 향상

시킨 방법이고, [6]의 경우는 Gallileo 성으로부터 

정확한 치신호를 받는 DGPS수신기 3 를 일정 간

격으로 유지하여 수신좌표를 보정한 방법을 사용하

다.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한 시스템을 사용한 치 측

정 도가 타 연구에 비해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

은 아니지만 DGPS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 아닌 일반

인 GPS수신기를 이용했다는 을 감안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오차 개선율에 있어서는 타 연구와 유사

한 70%의 보정율을 보 으며, 타 연구의 경우 보정값 

수신을 해 용단말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본 시스

템에서는 HTTP 로토콜을 이용 가능한 단말기( ,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UMPC, 넷북 등)에서 보정값을 

수신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다.

Ⅴ.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치기반서비스에 측 정

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 인 DGPS 측

방법의 비용  휴 성 등의 문제에 한 안으로 

다양한 랫폼에 용할 수 있는 GPS/AGPS 기반의 

고정  측 가 가능한 DGPS 임워크  성능평

가를 제안하 다. 기존의 측량업무나 특수 분야에 

용되던 DGPS 시스템을 다양한 치기반서비스 분야

에 용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기 해 DGPS 

임워크를 설계  구 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 국 시

스템과 이동국 시스템을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구

한 DGPS 시스템에서는 일반 GPS수신기 4 를 이

용하여 약 6시간가량의 측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평

가를 하 으며, 기 10분여의 불안정한 치측  시

부터 모든 자료를 결과 산정에 반 하 다. 일반

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의 DGPS수신기가 1～2m

이내까지 치측  정 도가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치기반서비스 응용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

으며, 정 도 향상으로 인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웹서비스 기반의 DGPS 임워

크에서 HTTP를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를 한 TCP/IP 

기반의 Socket 통신 로토콜의 설계  구 과 용 

 리 방법에 한 연구와 함께, 보정값의 정 도를 

향상시키기 한 고가의 GPS수신기를 활용하여 측량 

 정 치측  분야 등 보다 넓은 분야에 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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