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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안전법및어선복원성기준에따라예인∙해양

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선박을제외한여객선, 선박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및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복원성시험을 받고 경사시험을

해야 한다.

선박의정확한중심위치를산정하는것은선박을

구성하는부재와장비가너무많고설계도면과실제

스마트폰용 경사시험 앱 개발
Development of Incline Test Application for Smart Phone

요 약 문

선박의 경사시험에 사용되는 수동식 계측기기는 측정 자체가 사람의 관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장계측자 개인의 경험에 따라 측정 데이타의 신뢰도에 편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경험치에 의존하지 않고 경사시험의 신뢰성을 담보할 측정방법의 개선이나 개발은 현재까지

없었다. 경사시험 시 정 한 계측센서를 이용하여 경사각을 계측한다면, 선박의 복원성판정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식 자이로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폰

(태블릿 PC)을 이용하여 선박의 경사각을 계측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선박의 경하 상태의

배수량 및 중량중심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선박 복원성판정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 Keywords : 경사시험(Inclining Test), 자이로 센서(Gyro Sensor), 스마트폰(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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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과의 차이 때문에 매우 어렵다.

복원성시험은선박의건조가거의끝날무렵경사

시험을통해선박의무게중심과GM, KG의정확한

값을 구해 복원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현재, 중소형조선소에서는 경사시험 시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고무호스(U-Tube) 내에 물을 넣어

중량물의이동에따른선박의경사시수위의변화를

직접 눈으로 측정하여 경사각을 구하기 때문에

오차 발생 여지가 남아 있으며, 경사각의 측정은

주로Pendulum 또는U-Tube를이용하고있으나,

관능검사로측정되기때문에시험자의경험에따라

경사시험의 정확도가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내장된 Gyro-sensor를 이용하여

측정값에 한 오차 발생의 여지를 줄이고 더욱

정확한 정지상태의 경사각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경사시험의신뢰성과정확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이에, 현장계측자의업무편의를증 할목적으로

측정된 경사각 데이터를 복원성계산에 이용하여

선박의경하상태의배수량및중량중심등을자동

으로 계산하는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하 다.

2. 소프트웨어구조및Core Data 설계

기본 iPhone과 iPad APP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Data는 Core Data로 관리하고 있다. 이

APP Data(Core Data)는 PC와 TCP 통신을

이용하여 PC로 전송된다.

2.1 iPhone과 iPad APP

입력한기본정보를이용하여필요한값들을계산

하고, Gyro Sensor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경사각

계측을 실행한 후 측정된 Data를 PC로 전송하여

계산을 완성한다.

2.2 PC프로그램

iPhone과 iPad에서 전송받은 Data를 Parsing

하여 Excel에 저장한다.

이 시스템의 구조는 다음 Fig. 1과 같다.

2.3 Core Data 구조설계

이프로그램의Core Data 구조는다음Fig. 2와

같다.

2.3.1 경사시험

Inclining Test는 해당 선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표 Da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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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시스템 구성도

Core Data iPad or iPhone   PC

Fig. 2  Core Data 구조



2.3.2 일반사항

경사시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과 내용을

저장한다.

2.3.3 흘수계측

흘수 계측의 Data를 저장한다.

2.3.4 배수량 등 계산

배수량 등 계산의 Data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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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경사시험 Core Data 정보

Attribute 명 데이터 형식 설 명

selected Boolean 현재 선택 여부

shipping Name String 선박명

today Date Date 선박 등록일

RelationShip 명 관계수 설 명

auto Measure Info 1:1 자동계측정보

displacement Cals 1:1 배수량 등 계산

draught Measures 1:1 흘수 계측

general Datum 1:1 일반사항

manualMeasureInfo 1:1 수동계측정보

movementThingInfo 1:1 이동중량물 정보

thingLoads 1:n 중량물 탑재

thingRemoves 1:n 중량물 철거

Table 3  흘수 계측 정보

Attribute 명 데이터형식 설 명

daFiducial Float 선미 길이 방향 기준점 위치

daLengthDirection Float 선미 흘수표의 길이 방향표기위치

dap Float 선미흘수 좌현

daProtrude Float 선미 흘수표의 돌출조정량

das Float 선미흘수 우현

dfFiducial Float 선수 길이 방향 기준점 위치

dfLengthDirection Float 선수 흘수표의 길이 방향표기위치

dfp Float 선수 흘수 좌현

dfProtrude Float 선수 흘수표의 돌출조정량

dfs Float 선수 흘수 우현

dmp Float 중앙 흘수 좌현

dms Float 중앙 흘수 우현

RelationShip 명 관계수 설 명

inclination Test 1:1 경사시험

Table 4  배수량 등 계산 정보

Attribute 명 데이터 형식 설 명

highDisplacement Float 상위 배수량

highDraught Float 상위 흘수

highKb Float 상위 K.B

highKmt Float 상위 K.M.T

highLcb Float 상위 L.C.B

highMtc Float 상위 M.T.C

lowDisplacement Float 하위 배수량

lowDraught Float 하위 흘수

lowKb Float 하위 K.B

lowKmt Float 하위 K.M.T

lowLcb Float 하위 L.C.B

lowMtc Float 하위 M.T.C

RelationShip 명 관계수 설 명

inclinationTest 1:1 경사시험

Table 2  일반사항 정보

Attribute 명 데이터 형식 설 명

about Wind String 풍향/풍속

bmld Float B<mld.>

dmld Float D<mld.>

keelHeight Float Keel Height

lbp Float L.B.P

lengthOverAll Float L.O.A

seawaterGravity Float 해수비중

stabililtyDate Date 복원성 시험일

stateOfSea String 해상상태

trim Float Trim

weather String 날씨

RelationShip 명 관계수 설 명

inclinationTest 1:1 경사시험



2.3.5 이동중량물 정보

이동중량물 기본정보 Data를 저장한다.

2.3.6 이동중량물 계측 Data

이동중량물 계측 Data를 저장한다.

2.3.7 철거할 중량물

중량물 철거 항목에 한 Data를 저장한다.

2.3.8 추가 탑재할 중량물

중량물 탑재 항목에 한 Data를 저장한다.

2.3.9 수동계측 정보

수동계측에 한 기본 Data를 저장한다.

2.3.10 수동계측 값 정보

수동계측 값에 한 Data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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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이동중량물의 기본 정보

Attribute 명 데이터 형식 설 명

countOfThings Integer32 이동중량물 개수
kindofthing String 이동중량물의 종류

locationThing String 이동중량물의 위치

Table 6  이동중량물 계측

Attribute 명 데이터 형식 설 명

distance Float 이동거리
moment Float 모멘트
moveWeight Float 이동중량
number Decimal 측정번호
thingsLocationA Integer32 A 중량물 위치
thingsLocationB Integer32 B 중량물 위치
thingsLocationC Integer32 C 중량물 위치

thingsLocationD Integer32 D 중량물 위치

RelationShip 명 관계수 설 명

movementThingInfo n:1 이동중량물 정보

RelationShip 명 관계수 설 명

inclinationTest 1:1 경사시험

measureDatas 1:n 이동중량물계측Datas

Table 7  중량물 철거

Attribute 명 데이터 형식 설 명

lcg Float L.C.G
name String 항목명
vcg Float V.C.G

weight Float 중량

RelationShip 명 관계수 설 명

inclinationTest n:1 경사시험

Table 8  중량물 탑재

Attribute 명 데이터 형식 설 명
lcg Float L.C.G
name String 항목명
vcg Float V.C.G
weight Float 중량

RelationShip 명 관계수 설 명
inclinationTest n:1 경사시험

Table 9  수동계측 정보

Attribute 명 데이터 형식 설 명
kindof String 추의 종류
lengthA Float A 추의 길이
lengthB Float B 추의 길이<2개 일 때>
locationA String A 추의 위치
locationB String B 추의 위치<2개 일 때>
numberof Decimal 추의 개수

RelationShip 명 관계수 설 명
inclinationTest 1:1 경사시험
measureDatas 1:n 측정 Data

Table 10  수동계측 값 정보

Attribute 명 데이터 형식 설 명
daAverage Double 선미 평균
daDifference Double 선미 차이
daordf Integer32 선수 또는 선미
dfAverage Double 선수 평균
dfDifference Double 선수 차이
number Integer32 측정번호
thingsLocationA Integer32 A 중량물 위치
thingsLocationB Integer32 B 중량물 위치
thingsLocationC Integer32 C 중량물 위치
thingsLocationD Integer32 D 중량물 위치

RelationShip 명 관계수 설 명
manualMeasureInfo n:1 수동계측 정보
manualMeasureValue 1:n 수동계측 측정값 정보



2.3.11 수동계측 측정값 정보

수동계측치에 한 실제 측정 정보 Data를

저장한다.

2.3.12 자동계측 정보

자동계측에 한 기본 Data를 저장한다.

2.3.13 자동계측값정보

자동계측 값에 한 Data를 저장한다.

2.3.14 자동계측 측정값 정보

자동계측치에 한 실제 측정 정보 Data를

저장한다.

3. 경사시험 프로그램 개발

3.1 앱(APP)

iPad와 iPhone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iPad는 iPhone보다 화면이 크기

때문에가로모드지원으로한화면에서모든입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iPhone은 작은 화면 때문에 각

메뉴 선택 시 화면 전환이 발생하며, 전환된 화면

에서해당내용을입력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다.

전체 APP 구성은 아래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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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수동계측치에 한 실제 측정 정보

RelationShip 명 관계수 설 명

manualMeasureData n:1 수동계측 정보

Attribute 명 데이터 형식 설 명

number Decimal 실계측 번호

portside Float 좌현 측정 값

starboard Float 우현 측정 값

Table  14 자동계측치에 한 실제 측정 정보

RelationShip 명 관계수 설 명

manualMeasureData n:1 수동계측 정보

Attribute 명 데이터 형식 설 명

angle Decimal 실계측 번호

bPeak Float 좌현 측정값

bUsed Float 우현 측정값

time Float 우현 측정값

Table 12  자동계측 정보

RelationShip 명 관계수 설 명
autoMeasureData 1:n 측정 Data
inclinationTest 1:1 경사시험

Attribute 명 데이터 형식 설 명
interval Integer32 gyro sensor Interval
max Float 최 허용치
min Float 최소 허용치
numberof Integer32 추의 개수

Table 13  자동계측 값 정보

Attribute 명 데이터 형식 설 명
daAverage Double 선미 평균
daDifference Double 선미 차이
daordf Integer32 선수 또는 선미
dfAverage Double 선수 평균
dfDifference Double 선수 차이
number Integer32 측정번호
thingsLocationA Integer32 A 중량물 위치
thingsLocationB Integer32 B 중량물 위치
thingsLocationC Integer32 C 중량물 위치
thingsLocationD Integer32 D 중량물 위치

RelationShip 명 관계수 설 명
autoMeasureInfo n:1 자동계측 정보
bowData 1:n 선수자동계측 측정값 정보
sternData 1:n 선미자동계측 측정값 정보 Fig. 3  App 구성도



iPad와 iPhone의 소스는 하나로 작성되었으며,

UI Resource만 구분되어 있다. 해당 구조는 아래

Table 15과 같다.

3.2 PC 프로그램 구성

iPad 및 iPhone에서 전송받은 Data를 Parsing

하여 Excel 파일의 Cell에 해당 Data를 입력하여,

기존의 Excel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PC 프로그램의 구성은 아래 Fig. 4와 같다.

4. 경사시험 프로그램 사용

4.1 앱(APP)

4.1.1 메뉴의 구성

전체메뉴는선박명을입력할수있는경사시험,

일반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일반사항, 흘수 계측에

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값을 볼 수 있는 흘수

계측, 배수량 등을 입력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배수량 등 계산, 이동중량물을 입력할 수 있는

이동중량물 계측, 중량물을 철거/탑재할 수 있는

중량물철거/탑재, 선박의경사각을수동또는자동

으로 입력하고 계산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경사각

계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구성은 아래 Fig.

5와 같다.

4.1.2 경사시험

경사시험을수행할선박명또는회사명을입력할

수있다. 처음실행시입력한정보가없으므로비어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시험할 선박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의‘＋’버튼을 누르면, 선박

명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화면이 나타난다. 입력

화면은 아래 Fig.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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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C 프로그램 구성

Fig. 5  메뉴 구성

Fig. 6  경사시험 추가

Table 15  iPad 및 iPhone 폴더 구조

애플리케이션 항 목 내 용

InclinationTest

/
Icon 이미지 및 resource,
계산 관련 파일

/Image iPad Image 폴더

/Image/iPhone iPhone Image 폴더

InclinationTestApp.xcodeproj 프로젝트 파일

/InclinationTestApp Source Files, CoreData 파일

/InclinationTestApp/en.lproj 경사앱 UI Resource 파일

/InclinationTestAppTests 경사앱 계산루틴 Test 파일 폴더



선명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검사

시험할 선명이 추가되며, 화면에 입력한 선명이

표시된다. 추가된 선명을 선택한다. 해당 화면은

아래 Fig. 7과 같다.

처음 실행 시에는 추가된 선명이 없어서 메뉴의

경사시험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비활성화

<Fig. 8 참조>되어 있다. 선박명을 추가하고, 선택

하면 비활성화되었던 메뉴들이 활성화<Fig. 9

참조>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1.3 일반사항

일반사항 항목은 선박시험 때의 날짜, 해상상태,

날씨, 주요제원등을입력할수있다. 메뉴화면에서

일반사항을 선택하면, 일반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아래 Fig. 10, Fig. 11과 같이 나타난다.

입력하여야 할 일반사항의 내용이 많으므로 한

화면에 모두 표시되지 않는다. Fig. 10, Fig. 11

화면을위아래로 면스크롤되면서화면아래쪽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선명: 경사시험메뉴에서입력한선명이표시

된다. 해당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복원성 시험일 : 처음에는 선명을 입력한

날짜가 표시되지만,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는

날짜가다르다면변경할수있다. 날짜가표시된

부분을 누르면 Fig. 12와 같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날씨 : 검사 당일의 날씨를 입력할 수 있다.

오른쪽의 연한 회색으로 날씨라고 표시된

부분을 누르면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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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입력한 선명이 추가된 화면

Fig. 12  복원성 시험일 날짜 선택 화면

Fig. 8  메뉴 비활성화 Fig. 9  메뉴 활성화

Fig. 10  일반사항
입력화면 1  

Fig. 11  일반사항
입력화면 2



○해상상태 : 검사 당일의 해상상태를 입력할

수 있다. 날씨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의 흰

부분을 누르면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풍향/풍속 : 검사 당일의 풍향/풍속을 입력

할수있다. 오른쪽의연한회색으로풍향/풍속

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누르면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해수 비중 : 해수 비중을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위의 항목들과는 달리 숫자,

. , - 만 입력 가능하다.

○L.O.A : 선박의 제원 중 L.O.A를 입력할 수

있다. 오른쪽의 흰색 부분을 누르면 입력 및

수정할수있다. 숫자, . , - 만입력가능하다.

○L.B.P : 선박의 제원 중 L.B.P를 입력할 수

있다. 오른쪽의 흰색 부분을 누르면 입력 및

수정할수있다. 숫자, . , - 만입력가능하다.

○B<mld.> : 선박의 제원 중 B<mld.>를 입력

할수있다. 오른쪽의흰색부분을누르면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숫자, . , - 만 입력 가능

하다.

○D<mld.> : 선박의 제원 중 D<mld.>를 입력

할수있다. 오른쪽의흰색부분을누르면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숫자, . , - 만 입력 가능

하다.

○초기트림: 선박의제원중초기트림을입력

할수있다. 오른쪽의흰색부분을누르면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숫자, . , - 만 입력 가능

하다.

○KEEL HEIGHT  : 선박의 제원 중 KEEL

HEIGHT를 입력할 수 있다. 오른쪽의 흰색

부분을 누르면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숫자,

. , - 만 입력 가능하다.

4.1.4 흘수 계측

흘수 계측 항목은 선수, 중앙, 선미흘수에 한

정보를입력할수있다. 메뉴에서흘수계측을눌러

선택한다. 흘수계측을입력할수있는화면은아래

Fig. 13과 같이 나타난다.

○흘수표의 위치 : 선수 흘수, 선미흘수에 한

각각의길이방향기준점위치, 흘수표의돌출

조정량, 흘수표의 길이 방향표기 위치를 입력

및수정할수있다. 선수및선미에 한항목

들을입력화면하나에서다입력할수있으며,

선수또는선미의길이방향기준점위치, 흘수

표의 돌출조정량, 흘수 표의 길이 방향표기

위치 중 한 군데를 터치하면 입력할 수 있다.

해당 입력 화면은 아래 Fig.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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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흘수 계측 입력화면

Fig. 14  흘수표의 위치 중 선수 흘수의 입력 화면



○흘수표에서의 계측치: 선수 흘수, 중앙흘수,

선미흘수 각각의 좌현, 우현 값을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흘수표의 위치와 같이 선수/

중앙/선미 흘수의 좌현, 우현 값을 한번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화면이 나타나며, 해당

입력화면은 아래 Fig. 15와 같다.

○휨 수정 후 평균흘수 : 입력된 Data를 기본

으로 하여 계산된 평균흘수 값을 표시하여

준다. 계산된 평균흘수 값은 아래 Fig. 16과

같다.

4.1.5 배수량 등 계산

배수량 등 계산 항목은 흘수, 배수량, M.T.C,

K.M.T, L.C.B, K.B의 상위, 하위 정보를 입력할

수있다. 메뉴에서배수량등계산을눌러선택한다.

상위/하위의 각각의 값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은

아래 Fig. 17과 같이 나타난다.

○트림: 상위, 하위에 한각각의흘수, 배수량,

M.T.C, K.M.T, L.C.B, K.B를 입력 및 수정

할 수 있다. 상위 및 하위에 한 항목들을

입력화면하나에서다입력할수있으며, 상위

또는 하위의 흘수, 배수량, M.T.C, K.M.T,

L.C.B, K.B 중 한 군데를 터치하면 입력할

수 있다. 해당 입력 화면은 아래 Fig. 18과

같다.

4.1.6 이동중량물 계측

이동중량물 계측 항목은 이동중량물의 종류,

이동중량물의 위치, 이동중량물의 개수 및 이동

중량물의 위치에 따른 계측치를 입력할 수 있다.

메뉴에서 이동중량물 계측을 눌러 선택한다. 이동

중량물 계측에 한 입력화면은 아래 Fig.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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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흘수 표에서의 계측치 중 선수 흘수 입력 화면

Fig. 17  배수량 등 계산 입력화면

Fig. 18  트림의 상위 입력화면Fig. 16  계산된 휨 수정 후 평균흘수 값



○이동중량물의 종류 : 이동중량물의 종류를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이동중량물의 위치 : 이동중량물의 위치를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이동중량물의 개수 : 이동중량물의 개수를

2 / 4개중선택할수있다<Fig. 20>. 기본적으로

2개가 선택되어 있다. 2개를 선택했을 때의

계측표<Fig. 21>과4개를선택했을때의계측표

<Fig. 22>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동중량물에 한 계측치 입력 : 처음 선박

생성 시 기본적으로 0~4까지의 측정번호에

따른이동중량물의표시가정해져있다. 각측정

번호에 따른 이동 중량과 이동거리는 사용자가

입력하여야 한다. 입력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측정번호의 라인을 누르면 이동중량물의 표시,

이동 중량, 이동거리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해당 입력화면은 아래 Fig. 23, Fig.

24와같다. Fig. 23은측정번호4를눌 을때의

화면이다. 측정번호0~4는삭제가불가능하지만,

이후측정에 하여는추가및삭제를할수있다.

Fig. 24는 측정번호 5를 눌 을 때의 화면이다.

입력화면에삭제버튼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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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이동중량물 계측 입력화면

Fig. 20  이동중량물의 개수 선택

Fig. 23  측정번호 4에 한 값 입력화면

Fig. 24  측정번호 5에 한 값 입력화면Fig. 21  이동중량물 2개를 선택했을 때의 계측표

Fig. 22  이동중량물 4개를 선택했을 때의 계측표



○모멘트 : 모멘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동

중량과이동거리값을이용하여계산된값으로

표시된다<Fig. 25>.

○평균 이동 모멘트 : 계산된 모멘트들에 한

평균값으로 표시된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항목이아니며, 자동으로계산된다<Fig. 26>.

4.1.7 중량물 탑재

중량물 탑재 항목은 탑재할 중량물에 한

항목, 중량, L.C.G, V.C.G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입력한 내용에 따라 계산된 모멘트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메뉴에서 중량물 철거/탑재 항목을 눌러

선택한 뒤 오른쪽 화면 상단의 버튼 2개 중 탑재할

중량물버튼<Fig. 27>을눌러서입력할수있다. 탑재할

중량물에 한 입력화면은 아래 Fig. 28과 같다.

○탑재할 중량물 입력 : Fig. 28은 탑재할 중량

물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이다. 탑재할 중량

물을입력하려면우측상단의‘＋’버튼을누른다.

‘＋’버튼을 누르면 항목, 중량, L.C.G,

V.C.G를입력할수있는화면<Fig. 29>이나타

난다. 내용을 입력한 뒤 입력화면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누르면<터치>, 입력창이 사라

지면서리스트에입력한내용이추가된다<Fig

30>. 항목은 모든 문자 입력이 가능하지만,

중량을숫자만입력할수있다. L.C.G와V.C.G는

숫자, . 입력이 가능하다. Fig. 30은 항목을

chair, 중량을 100, L.C.G를 1.0, V.C.G를

10.5라고 입력하여 추가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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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계산된 모멘트 값

Fig. 28  탑재할 중량물 입력 화면

Fig 27  탑재할 중량물 버튼 선택 화면 Fig. 29  탑재할 중량물 추가 입력화면

Fig. 26  계산된 평균 이동 모멘트



○계 : 리스트 아래의 계는 탑재할 중량물의

입력한 내용과 계산된 모멘트의 합계를 자동

으로 계산하여 표시한다<Fig. 31>.

4.1.8 중량물 철거

중량물 철거 항목은 철거할 중량물에 한 항목,

중량, L.C.G, V.C.G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입력한

내용에 따라 계산된 모멘트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메뉴에서 중량물 철거/탑재 항목을 눌러 선택한

뒤 오른쪽 화면 상단의 버튼 2개 중 철거할 중량물

버튼<Fig. 32>을 눌러서 입력할 수 있다. 철거할

중량물에 한 입력화면은 아래 Fig 33과 같다.

○철거할 중량물 입력 : Fig. 33은 철거할 중량

물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이다. 탑재할 중량

물을입력하려면우측상단의‘＋’버튼을누른다.

‘＋’버튼을누르면항목, 중량, L.C.G, V.C.G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Fig. 34>이 나타난다.

내용을 입력한 뒤 입력화면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누르면<터치>, 입력창이 사라지면서

리스트에 입력한 내용이 추가된다<Fig. 35>.

항목은 모든 문자 입력이 가능하지만, 중량을

숫자만 입력할 수 있다. L.C.G와 V.C.G는

숫자, . 입력이 가능하다. Fig. 35는 항목을

table, 중량을10, L.C.G를10, V.C.G를 5라고

입력하여 추가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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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철거할 중량물 입력 화면

Fig. 31  탑재할 중량물의 합계

Fig. 30  탑재할 중량물이 추가된 리스트 화면

Fig  32 철거할 중량물 버튼 선택 화면



○ 계 : 리스트 아래의 계는 철거할 중량물의

입력한 내용과 계산된 모멘트의 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표시한다<Fig. 36>

4.1.9 경사각 계측

경사각계측항목은선박의경사각을기존의방식

으로 측정하여 입력하는 수동방식<Pendulum,

U-Tube>과 Gyro Sensor를 이용한 자동방식이

있다. 경사각 계측 화면에서는 추의 개수, 추의

종류<방식>, 추의개수에따른추의위치및길이를

입력할수있다. 경사각계측의추정보입력화면은

아래 Fig. 37과 같이 나타난다.

○추의 개수 : 측정할 추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1개<Fig. 38> 또는2개<Fig. 39>의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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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철거할 중량물 추가 입력화면

Fig. 35  철거할 중량물이 추가된 리스트 화면

Fig. 36  철거할 중량물의 합계

Fig. 37  추의 정보 입력 화면

Fig. 38  추 1개일 때의 입력화면



눌러선택할수있으며, 추의개수에따라추의

위치, 추의길이를입력하는화면이변하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38과 Fig. 39 비교>.

○ 추의 종류 : 추의 종류에 따라 계측방식이

달라진다. 추의 종류는 3가지이지만, iPad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수동인 경우와

자동인경우이다. 수동은추의종류를PENDULUM

<Fig. 40> 또는U-TUBE<Fig. 41>를선택하면

된다. 자동은 G-SENSOR <Fig. 42>를 선택

하면 된다.

○추의 위치 : 추의 개수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1개일 때와 2개 일 때의 입력화면이 달라진다.

추의위치는입력및수정가능하며, 1개일때는

추의위치<Fig. 43>, 2개일때는선수추의위치

/선미 추의 위치<Fig. 44>로 입력할 수 있다.

Fig. 43과 Fig. 44에서 오른쪽의 흰 부분을

누르면 입력할 수 있다.

○추의길이: 추의위치와같이1개일때와2개

일 때의 입력화면이 달라진다. 추의 길이는

입력및수정가능하며, 1개일때는추의길이

<Fig. 45>, 2개일 때는 선수 추의 길이/선미

추의 길이<Fig. 46>로 입력할 수 있다. <Fig.

45>와 <Fig. 46>에서 오른쪽의 흰 부분을

누르면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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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추 2개일 때의 입력화면

Fig. 40  PENDULUM을 선택한 경우
Fig. 45  1개 일 때 추의 길이

Fig. 46  2개 일 때 추의 길이

Fig. 42  G-SENSOR를 선택한 경우

Fig. 43  1개일때추의위치 Fig. 44  2개일때추의위치

Fig. 41  U-TUBE를 선택한 경우



○계측화면으로 이동 : 추의 개수, 추의 종류,

추의 위치, 추의 길이를 입력하 다면, 계측

치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추의 길이 하단에 있는 긴 버튼<Fig. 47>을

누르면 계측치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추의 개수가 1개일 때는 버튼을

누르면바로계측치입력화면으로이동하지만,

2개일 때는 선수의 계측치 인지, 선미의 계측치

인지를선택해주어야한다. 선미또는선수를

선택하면, 계측치 입력화면으로 이동한다.

Fig. 48은 2개 일 때의 화면이다.

4.1.9 계측 리스트 화면

계측 리스트 화면 항목은 수동계측 방식과 자동

계측 방식의 화면이 거의 동일하다. 자동계측은

화면 상단에 Gyro Sensor에서 값을 받을 Sampling

설정과 허용치 범위<MIN, MAX>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되어있다. 경사각 계측에서 계측

리스트 이동 버튼을 누르면 계측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할수있다. 아래Fig. 49는수동경사각계측치

화면으로이동한화면이며, Fig. 50은자동경사각

계측치 화면으로 이동한 화면이다.

추의 개수를 1개또는 2개 선수를 선택하 을 때

Fig. 49, Fig. 50과같이나타나며, 추의개수를2개

선미를선택하 을경우는Fig. 51, Fig 52와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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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계측화면으로 이동 버튼(하단의 긴 버튼)

Fig. 49  추 1개 또는 2개 선수일 때의
수동 계측치 화면

Fig. 50  추 1개 또는 2개 선수일 때의
자동 계측치 화면

Fig. 48  추가 2개 일 때 계측화면이동 버튼 눌 을 때



자동계측에서의 허용 적용 범위 값 설정의 기본

값은 1.0도~5.0도이며, Sampling은 3<1초에 3번>

으로설정되어있다. 적용범위값설정의MIN/MAX

값을 수정할 수 있다. 적용범위 값 설정의 오른쪽

부분의흰사각형<Fig. 53>을누르면해당값수정이

가능하다.

Sampling 값도 수정할 수 있다. 적용범위 값

설정과같이Sampling 자의오른쪽흰색사각형

<Fig. 54> 부분을 누르면 수정할 수 있다.

각 측정번호에 한 계측치를 입력하면, 화면

아래에 GM, KM, KG, LCG 값이 계산되어 표시

된다<Fig. 55>.

4.1.10 경사각 실 측정값 입력<수동>

경사각 실 측정값 입력 항목은 10회의 실 측정

값을 입력하여 측정번호 1회에 한 값을 얻어낼

수 있는 화면이다. 실 측정값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전 자. 항목에서 리스트 중 하나의 측정번호를

누르면 실 측정값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실측정값입력화면은아래Fig. 56과

같다.

Fig. 56의 실 측정값 입력화면에서는 이동중량

물의 위치와 현재 어느 부분에서<선수인지 선미

인지> 측정하는지에 하여확인할수있다. 이화면

에서 해당 내용은 수정 불가하다. 측정치를 입력

하기 위해서는 검사원이 원하는 측정번호 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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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적용범위 값 설정

Fig. 54  Sampling 수정

Fig. 55  자동계측 GM, KM, KG, LCG 표시

Fig. 51  2개 선미일 때의 수동 계측치 화면

Fig. 52  2개 선미일 때의 자동 계측치 화면



누르면 P/S값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Fig.57>이

나타난다. Fig. 57은 측정번호 1에 한 실 측정

치를 입력하기 위한 화면이다.

또는 상단의‘추가’버튼을 눌러 추가할 수도

있다. Fig. 58은‘추가’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입력창이다.

Fig. 59는 좌현 -1.5 우현 3을 입력한 화면

이다.

좌측 상단의‘취소’또는 우측 상단의‘저장’

버튼을 눌러 이전 화면인 계측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2 개의 버튼 다 계측 리스트 화면

으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취소’버튼을 누를 시는

입력된 Data가 삭제되며 이전화면으로 돌아가고,

‘저장’버튼을누르면입력된Data가저장되며, 이전

화면으로 돌아간다. 다음 Fig. 60은‘저장’버튼을

눌러내용을저장하고이전화면으로돌아간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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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실 측정값 입력 화면
Fig. 59  좌현 -1.5 우현 3을 입력한 화면

Fig. 60  실 계측치가 적용된 계측 리스트 화면

Fig. 57  실 측정치 입력 화면

Fig. 58  추가 버튼을 눌러 입력하는 화면



4.1.11 경사각 실 측정값 입력<자동>

경사각 실 측정값 입력 항목은 Gyro Sensor

측정값을 이용하여 측정번호 1회에 한 값을

얻어낼수있는화면이다. Gyro Sensor 값을입력

받기 위해서는 Fig. 61 또는 Fig. 63에서 리스트

중 하나의 측정번호를 누르면 Gyro Sensor 값을

입력받을수있는화면으로이동한다. Gyro Sensor

측정 화면은 아래 Fig. 61과 같다. Fig. 61은 측정

번호 0을 누른 상태이다<이동중량물 좌현 A,

우현 B>.

수동계측과 같이 이동중량물의 위치와 현재

어느 부분에서<선수인지 선미인지> 자동측정

하는지에 하여 확인할 수 있다<Fig. 62>. 수동

계측과 같이 해당 내용은 이 화면에서 수정할

수 없다.

자동계측은 수동계측과 같이 표 리스트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프 형태로도 볼 수 있다. 표

리스트와 그래프 전환은 우측 상단위에 있는 버튼

2개<Fig. 63>로 전환할 수 있다.

<Fig. 60>은 표 리스트로 된 화면이며, 아래의

<Fig. 64>는 그래프 화면이다.

Gyro Sensor를 이용한 자동계측을 시작하려면,

화면아래의‘시작’버튼을누르면된다. Fig. 65는

Gyro Sensor 측정표리스트화면이며, Fig. 66은

그래프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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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Gyro Sensor 값 입력화면

Fig. 64  그래프 화면

Fig. 65  Gyro Sensor 측정 표 리스트 화면

Fig. 63  표와 그래프 버튼

Fig. 62  이동중량물 위치와 계측위치



그래프 화면에서는 그래프를 손가락 2개를 이용

하여 가로로 늘이거나 줄이며, 그래프를 좌우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좌우로 이동도 가능하다.

Fig. 67은 좌우로 줄인 화면이다.

Gyro Sensor를이용한계측화면중, 표리스트는

계산값에넣을것인지넣지않을것인지를선택할

수 있다. Fig. 68은 계산에 넣지 말아야 한 항목을

선택한 그림이다.

화면 아래의‘저장’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간다. Fig. 69는 계산 적용된

화면이다.

4.1.12 PC 전송

입력Data PC 전송항목은경사시험에서입력한

값을 PC로 전송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좌측 메뉴에서‘경사시험’화면 Fig. 6에서 가장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누르면 나타난다. 아래 Fig.

70은 PC 전송하기 위한 IP/Port 입력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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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Gyro Sensor 측정 그래프 화면 Fig. 68  계산하지 않을 항목을 선택한 화면

Fig. 67  그래프를 좌우로 줄인 화면

Fig. 69  계산 적용된 화면



전송받을 PC에서 확인된 IP와 정해진 Port를

입력한다. IP와PORT 자옆의흰 역을누르면

입력할 수 있다. Fig. 71은 가상의 IP와 Port를

입력한 화면이다.

정확하게입력이되었다면입력화면우측상단의

‘전송’버튼을누르면전송할수있다. ‘취소’버튼을

눌러PC로전송하지않고입력화면을닫을수있다.

5. 결 론

이번 APP 개발을 통해 iPad와 iPhone을 이용

하여 선박의 정보를 입력하고, Gyro Sensor를

이용하여 선박의 경사각을 측정하는 APP를 개발

하 다.

이APP은경사시험, 일반사항, 흘수계측, 배수량

등 계산, 이동중량물 계측, 중량물 철거/탑재,

경사각 계측으로 구성되어 있다.

5.1 경사시험

선박명을 생성,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입력된

선박을 PC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5.2 일반사항

경사시험을하는당일의기본적인정보와선박에

한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5.3 흘수 계측

선수/중앙/선미흘수에 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계산된 평균흘수를 확인할 수 있다.

5.4 배수량 등 계산

상위/하위의 흘수, 배수량, M.T.C, K.M.T,

L.C.B, K.B를 입력하고 계산된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다.

5.5 이동중량물 계측

이동중량물의 개수 및 기본 정보들을 입력하고

중량물 이동에 따른 측정번호당 계산된 모멘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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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0  PC 전송 입력 화면

Fig. 71  IP와 Port를 입력한 화면



확인할 수 있다.

5.6 중량물 철거/탑재

선박에 철거할 또는 탑재할 중량물을 입력하고,

각 중량물의 중량, L.C.G, V.C.G 값에 따른 각

모멘트와 총 중량물의 합계를 확인할 수 있다.

5.7 경사각 계측

선박의 경사각을 기존방식과 같이 측정하여

입력하는 수동계측, Gyro Sensor를 이용한 자동

계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번호에

따른 측정치 입력 시 계산된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동계측에서는 표 리스트 형식 외에

sin 그래프 형식도 지원하여 검사원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경사시험은 검사원이 기존의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눈으로 추의 움직임 또는

튜브 내의 수위의 변화를 확인하고 수기로 작성

하여 사무실에 들어와 계산하기 위하여 또다시

PC에 입력하는 번거로운 작업으로 진행하 었다.

하지만IT 기기의발전으로, 이러한기기에내장된

센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사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했다.

이번 개발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내장된 Gyro

Sensor를 이용하여 선박의 경사도만 자동으로

계측하는 정도 지만, 앞으로는 GPS Sensor나

통신 Module을 이용한 선박의 성능시험 또는

검사업무 등 다른 분야에도 다양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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