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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선박 블록의 조립을 한 센서 기반 원격 모니터링 방법  로토타입 시스템의 구축에 하

여 기술한다.  제안한 근 방법은 수작업이나 학 측정장비를 사용하는 신, 주요 계측 지 에 조립되는 

블록간 거리 측정이 가능한 센서 모듈을 설치하고, 블록간의 조립 정확도에 한 데이타를 달받아 원격

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블록 조립  탑재 과정에서 정합의 오차를 최소화시키

므로써 효율 인 선박의 건조를 지원하도록 한다.  

 
 ■ 중심어 :∣선박 블록∣센서 노드∣원격 모니터링∣프로토타입 개발∣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sensor-based remote monitoring technique for ship block assembly and  

implementation of a prototype system. Instead of manual processing or optical measuring devices, 

the proposed approach attaches some distance-measuring sensor nodes to ship blocks. Remote 

monitoring of the assembly status makes it possible to minimize marginal errors during ship block 

assembly process, and helps efficient ship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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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선박의 건조는 선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 고, 각 블록을 별도로 제작한 후, 선체를 구성하는 

각 블록을 조립  탑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선박 블록을 조립하기 해서는 조립 상 불록의 조립 

면에서 블록과 블록 간의 정확한 정합이 요구되며, 정

합된 블록들은 용 을 사용하여 진 으로 형 블록

으로 결합되고, 최종 으로 체 인 선박의 조립이 완

성된다. 만일, 선박 블록의 조립 과정에서 두 선박 블록

의 정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잉여 부분을 삭 

는 연마하여 잘라내거나 부족한 부분을 용  등의 방

법으로 채우는 과정이 추가 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과

정은 선박 건조 과정의 시간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

인이 된다. 

선박을 건조하기 해서는 선박 블록의 조립 과정에

서 선체를 구성하는 블록을 별도로 제작한 후, 이 블록

들의 정 한 정합은 숙련공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1]. 

선박 건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는, 작업자가 정합

시킬 블록면의 변형량을 계측하여 총 조립이나 탑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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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시 블록간의 정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블록

변형을 선행 교정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안 을 두

고 있다. 재 블록 변형 계측에 사용되고 있는 기

의 원리를 이용하여 블록 조립시 정합의 치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 으로 기는 찰자

가 수작업으로 탑재 과정을 지속 으로 찰  감시해

야만 한다. 한 기를 이용하여 치를 측정하는 

기본 원리는 이  빛 반사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서 

빛의 직진성 때문에 지속 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선박 조립 과정에 용이 가능하다. 즉, 조립 

과정  블록의 이송이 진행되어 블록 간의 간격이 매

우 좁아져서 측정 상 지 이 선박 블록에 의해 가려

지거나, 는 블록의 합 면이 평면이 아닌 경우에는 

찰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져 실질 인 찰이 

불가능해진다. 한 찰 지 을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

는 어려움 때문에 블록 조립 과정에서의 블록 상호간의 

치 추 에는 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 블록 조립 과정에서 선박 블록 

간의 치  거리를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고, 이를 원

격지의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선박 블록의 조립을 한 블록간 거리 측정 자

동화와 블록의 효과 인 정합을 한 의사결정을 지원

하도록 하는 선박 블록의 조립을 한 센서 기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에 하여 기술한다. 기본 인 근 방

법은 수작업이나 학 측정장비를 사용하는 신, 주요 

계측 지 에 거리의 측정이 가능한 센서 모듈을 설치하

고, 무선으로 블록간의 조립 정합 정도에 한 정보를 

달받아 원격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블록 조립  탑재 과정에 따라 지속 으로 조

립 정합의 정도를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하고 

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 블록의 조

립과정에서 정합의 오차를 최소화시키므로써 효율 인 

선박의 건조를 지원하도록 한다. 

II. 관련연구

선박 블록의 효과 인 조립을 해서는 크게는 해당 

단  블록의 정확한 제작, 그리고 제작된 블록들의 정

한 조립  탑재가 필수 이다. 단  블록의 제작 과

정에서 블록 조립의 정확도( 는 정도, precision) 리

는, 선박 제조 과정에서의 비용 감은 물론, 최종 조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선박의 성능요건 만족과 제작된 선

박의 품질 보증  신뢰도에 큰 향을 미치는 요소이

다. 그러므로 선박의 제조 검사, 성능 검증 등의 업무를 

행하는 선 에서는 주요 치수  부 별 치수를 설계 

도면에 근 하게 제작하도록 표  기 과 변형량 허용 

기 을 명시하고 이를 수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  

국내 형 조선에서는 이러한 블록의 정도 리를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형 조선소에서도 외 , 갑

, 격벽  등 각 부분의 변형량과 련된 리 기   

허용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1]. 

블록 정도 계측은 통 인 계측 기기인 , 자와 오

토 벨 등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거나 3차원 

치 계측을 한 계측기 기술로서 이 를 이용한 3

차원 입체 계측 기가 리 사용되고 있다. 수작업 

정도 계측의 경우에는 하나의 블록에 해 수차례 측정

이 요구되며, 장비, 계측 숙련도, 계측 기 , 곡가공 

 용  변형,  2차원 도면 정보로 3차원 블록 평가 등

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기는 선

박 블록 조립 장에서 정 도가 높고 신속한 계측이 

가능하여 블록의 변형 정도를 계측하는 용도로 주로 사

용되고 있다. 기를 블록 조립의 정확도 측정의 용

도로 활용하는 경우, 측정거리가 길면 측정 정 도가 

떨어지거나 항상 찰자의 시야의 확보가 요구되고, 계

측을 해서는 수작업으로 계측기에 한 지속 인 조

작이 요구된다.  소형 선박의 블록 정도와 련하여 

최근 소형 선박의 블록제작 공정의 오차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소형 선박을 한 정도 리 기 을 제안

하며, 블록조립 정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에 한 연구[1]

가 진행된 바 있다. 

블록의 정 한 조립을 해서 배를 20~55m 크기의 

형 블록으로 나눠 우선 조립한 뒤 탑재하는 과정에서 

블록간 정 도를 맞추기 한 3차원 정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 탑재공법을 용하고 있기도 하다[13]. 

즉 측정된 탑재 블록을 컴퓨터상으로 사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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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맞춰 으로써 최  폭 55m에 이르는 형 

블록을 정확하게 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탑재 공법은 실제 조립  탑재에 앞서 얻을 수 

있는 최  정도 결과에 한 시뮬 이션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선박 조립을 한 센서기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선박 블록의 조립을 한 

정합의 정도 측정을 해 센서 기술을 사용한다. 조립 

상 선박 블록에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

하고, 선박의 조립 과정에서 블록의 정합 정도를 실시

간으로 측정한다. 재 센서 기술을 이용한 치 인식 

기술에서는 거리 측정을 해 주로 삼각 측량법을 사용

해 왔으며[5][6][10], 배열 안테나를 사용하여 수신된 신

호의 방향 계산, 신호를 송신하는 비콘과 수신기 사이

에 신호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 

는 여러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의 도착시간 차를 이용

하여 비콘의 치를 측정, 수신기에서 수신한 의 

세기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으로는 특정 지 에서 

측된 장면의 특성을 이용하거나, 물체의 정확한 치 

인식 신 치 근  지 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치 측정을 해 개발된 시스템으로는 AT&T사의 

Active Badge[7], MIT의 크리켓 시스템[9], 마이크로소

트사의 RADAR 시스템[8] 등이 있으며, RFID  

UWB(Ultra Wide Band)를 이용하거나 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무선 연결 상태와 상 인 센서 

노드의 치를 결정하는 방법[3][4][11]들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상으로 하는 응용에서 

요구되는 측정 오차의 범 가 수 m 이내로서, 선박 블

록의 조립과정에서 요구되는 수 mm 이내의 오차범

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들은 블록 

조립과 같이 높은 정 도를 요구하는 응용에는 부 합

하다. 센서 기술은 조선 분야에서 기존의 RFID 기술과 

무선랜 기술을 활용하는 실시간 치확인 시스템이나, 

RFID를 이용하여 블록의 조립에서 건조 인 선박에 탑

재할 때까지 각 블록의 치를 추  제하고 탑재 스

쥴링에 의거하여 이송 리하는 조선 기자재 리 응

용[12]등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본 논문과 같이 선박 블

록의 조립과정에 센서 기술을 직  활용한 사례는 없

다. 

III. 블록 조립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박 블록 조립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본 인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

리 측정이 가능한 다수의 센서 노드를 조립 상 선박 

블록의 특정 치에 부착한다. 각 센서노드는 조립 

상 블록의 합 지 별로 응된 센서 노드의 으로 

구성된다. 선박 조립 과정에서 이 센서노드들로부터 실

시간으로 측정된 거리 정보는 무선 계기를 이용하여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송된다. 이 게 송된 조

립 블록들의 합지 간 거리 정보를 바탕으로 조립 과

정에서 선박 블록의 이송을 제어함으로써 정확한 조립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무선 센서를 이용한 선

박의 블록 조립 원격 모니터링의 기본 개념을 도식화하

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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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블록 조립 원격 모니터링 개념

3.1 기본 가정 및 설계 방향 

이상 인 선박 블록의 조립은 3차원 입체 블록을 

상으로 조립 상 블록의 체 합면에 걸쳐서 조립 

상 역이 연속 으로 일치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

나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센서 노드를 이용하여 블록 

조립 과정을 효과 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선박 블록의 

조립을 단순화시켜 모델링하 다. 즉 체 선박의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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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일련의 두 조립 상 블록에 한 반복 조립 과

정으로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립 역의 

일치를 일련의 표 인 조립 지 (이하 조립 응 이

라 함)들의 일치 문제로 변환하 다. 를 들어 [그림 2]

에서 보듯이 두 조립면의 일치는 A-A' B-B', C-C', 

⋯  등 조립 응 의 일치(즉 응되는 두 응  사

이의 거리들인 DIST(A,A') = DIST(B,B') = 

DIST(C,C') = DIST(D,D') = 0)로 변환한다. 

 그림 2. 선박 블록 조립의 모델링

한 3차원 입체 면의 일치 여부 역시 조립 응 들 

간의 거리문제로 변환한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만

큼의 거리 차이가 있는 두 평면상의 응  <A, A'>와 

<B, B'>의 일치 여부는 두 응 간의 거리인 

DIST(A, A') = 0 이고 DIST(B, B') = 0( 는 A와 같은 

평면상의 B' 의 응 인 B"에 한 거리인 DIST(B" 

B') = )로 변환한다. 결국 이상 인 조립결과는 각 조

립 응 들의 거리가 오차범   ≥   이내인 경

우로 정의된다.

그림 3. 선박 블록 조립의 모델링

이상의 가정을 기반으로 원격 조립 치 측정 시스템

을 구 하기 해서는 각 조립 응 들 간의 거리를 측

정하기 한 센서 노드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센

서 노드로부터 측정된 거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송  측정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모

니터링하여 블록 조립을 한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

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한 체 시스템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선박 블록 조립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

3.2 조립 대응점간 거리 측정

선박 블록의 조립을 해 허용되는 조립 오차의 한계

는 수 mm 단  이내이다. 그러므로 센서 노드를 이용

한 조립 상 블록의 두 응  간 거리 측정은 수 mm 

이내의 오차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거리 

측정을 해서는 먼  각 응 들이 한 응 치

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논문

에서는 미세한 오차 범  이내로 응 의 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센서 노드 내에 부착된 이져 센서를 활용

한다. 즉 두 조립 상 블록의 응 에 설치되는 두 센

서노드에 이져 송신부와 이져 수신부를 각각 설치

하고, 송신부에서 송신한 이져 신호를 수신부가 수신

하는 경우에 두 응 이 한 응 치에 있는 것

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져 신호는 신호 반경이 매우 작아서 조립 

상 블록의 이송 에 응 을 일치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져 신호보다 넓은 범 에서 각 

응 들의 상 인 치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 이져 센서보다 신호

반경이 넓은 외선 센서를 활용한다. 외선 송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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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서는 상호 식별이 가능한 N(N >= 3)개의 외선 

신호 송신기가 외선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부에서는 

한 개의 외선 수신 센서가 외선 신호를 수신하도록 

한다. 신호가 수신되면 수신된 외선 센서를 식별하여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

다. [그림 5]는 4개의 외선 다이오우드로 이루어진 송

신부와 1개의 외선 수 부로 이루어진 센서 노드 사

이에서 재 외선 수 부가 인식한 외선 다이오우

드가 C 이며, 두 블록의 정확한 정합을 해서는 블록 

A'가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로 보여 다.

그림 5. 블록의 이동 방향 식별

조립 상 두 블록 간 거리의 측정은 최종 으로 

음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거리 측정은 음  

송신 센서와 수신 센서 간의 동기를 맞추기 해 RF 데

이터를 송하고 송데이터 수신시부터 음  수신

시까지의 시간차를 계산을 하여 그 값으로 거리 값을 

구한다. 이 때, 이져 신호를 이용한 응 의 치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음  센서로부터의 거리 측정치

가 유효한 것으로 정한다. 

3.3 측정 데이터의 원격 전송

센서 노드로부터 측정된 조립 응  사이의 거리는 

무선 송신 모듈을 통해 무선 게이트웨이를 거쳐 원격지

의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송된다. 선

박 블록의 조립 응 들은 블록에 센서 노드의 부착 

이후, 블록의 이송 상태에 따라 데이터 수집  모니터

링 시스템의 시야에서 벗어나거나 는 센서 노드와 모

니터링 시스템 사이에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센서노드와 모니터링 시스템 간에 직  통신이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지속 인 

찰이 가능하도록 하기 해서는 센서 노드들 간에 애

드혹(adhoc) 통신망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센서 네트

워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박 블록의 조

립 과정에서 학 측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측정을 

해 지속 인 시야의 확보가 필수 이었지만, 센서네

트워크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3.4 조립 상태 원격 모니터링 서브시스템

원격으로 달된 각 센서 노드 간의 거리 측정 데이

터는 각 조립 응 간의 거리로서 해석되며, 원격 모

니터링 시스템에서는 거리 측정 데이터를 달받아 조

립 상태를 검하고, 후속 인 조립 단계를 한 블록

의 이송 방향  지 을 통제하기 한 의사결정 자료

를 시각화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공한다. 

IV.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선박 블록을 한 원격 조립 시스

템의 실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로토타입 시스템을 개

발하 다. 

로토타입 시스템은 크게 조립 응 간의 거리 측정

을 한 센서 노드 모듈, 측정된 데이터의 달을 한 

통신모듈, 그리고 검출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원격 모니터링 모듈등 세 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이 에

서 센서 노드 모듈은 한 으로 구성되는 센서노드 송신

부와 수신부로 구성된다. 

로토타입 시스템에서 센서노드 수신부는 측정된 데

이터를 유선으로 통신 모듈에 보내고, 통신 모듈은 다시 

이를 유선으로 모니터링 S/W 모듈이 설치된 컴퓨터로 

송하도록 하 다. 이 부분은 추후 실제 시스템에서는 

유선이 아닌 무선 통신을 이용한 센서 네트워크로 구성

할 정이다. 

4.1 거리 측정을 위한 센서 모듈

센서 모듈에서 송신부는 각 센서 에서 신호를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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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센서 송신부가 부착되며, 3.2 에서 기술하 던 

근 방법으로 거리 측정을 해 필요한 외선 발 부, 

음  발신기, 이  다이오우드를 장착하 다. 센서노

드 수신부에는 외선 수 부, 음  수신기, 이  

치감지기를 장착하여 센서노드 송신부에서 송신한 외

선 이져  음 등의 신호를 감지하도록 한다. 

로토타입 시스템의 센서 모듈 구 에 사용된 각 센

서들은 다음과 같다.

센서유형 모델명 기능  부분제원

적외선

(발광부)
EL-7L

- Radiant Intensity: 70mW/Sr

- Half Angle: ±8°

적외선

(수광부)
ST-1KLA

- Switching Speed(R):8㎲

- Switching Speed(R):10㎲

- Half Angle: ±15°

레이져 다이

오우드
#53-228

- Beam Diameter: 5㎜x2㎜

- Pointing Accuracy < 25m㎭

레이져 수광

센서
#58-278 - 4개의 작은 영역으로 구분

초음파

송신센서
400ST160

- RF와 초음파 송신

- Bandwidth:2.0KHz

- Total Beam Angle : 55°

초음파

수신센서
400SR160

- RF와 초음파 수신 

- Bandwidth:2.5KHz

표 3. 프로토타입을 위한 센서 명세

4.2 데이터 전달 모듈

센서노드에서 통신 모듈로 송하는 패킷의 길이는 총 

9바이트로서 데이터 형식은 [그림 7]과 같이 정의한다. 

각 필드의 길이는 모두 1 바이트이다.

시작바이트노드 ID센서유형하위값상위값 예약0 예약1 예약2 끝바이트

그림 7. 데이터 전송 패킷 구조

패킷 내에서 각 항목의 용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시작 바이트 : 데이터의 시작을 나타낸다. (0x11)

• 노드 ID     : 수신 보드의 주소를 나타낸다.

• 센서유형     : 값에 따라 센서의 유형을 구분한다. 

센서 유형 값

적외선 센서 0x01

초음파 센서 0x02

레이져 센서 0x03

• 하 값  상 값 : 센서의 측정 값을 나타내며 16

진수로 표 된 하 와 상 값을 나타낸다. 를 들

어 1000의 값에 해서는 이를 16진수로 변환한 값

인 0x3E8 을 상으로 하 값은 0xE8을, 그리고 상

값은 0x03을 갖게 된다. 각 센서의 유형에 따라 

한 값의 해석이 요구된다.    

센서 유형 값의 해석

적외선 센서

O 적외선 발광부의 식별을 위한 값을 의미하며 값의 범

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적외선 다이오우드

를 지시함 

- 값의 범위 :  15이하, 16~25, 26~35, 36~45, 

46이상 

초음파 센서 O 거리 값을 의미함

레이져 센서
O 1~4의 값에 따라 레이져 수광 센서의 4개 영역 중 

하나를 의미함

• 약 0~2   : 재 쓰이고 있지 않으며 추후 확장을 

해 비

• 끝 바이트 : 0x22

4.3 조립 원격 모니터링 모듈

센서노드에서의 측정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기 한 조

립 원격 모니터링 S/W는 JAVA 언어로 개발되었으며, 

이더넷 소켓에 연결하는 모듈과 데이터 변환처리 모듈, 

그리고 모니터링 모듈로 구성된다.

이더넷 소켓으로부터 달받은 데이터는 한 의미

로 해석되어 자바 기반 응용 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

된다. 아래 그림은 센서노드로부터의 획득한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본 인 기능만을 처리하는 로토타입 모니

터링 S/W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여기서 오른쪽 

에는 센서보드에서 취득한 체 데이터가 표시되며, 오

른쪽 아래에는 센서의 유형별로 수집한 데이터를 표시한

다. 로토타입 시스템의 실험은 재까지 구 된  센서

노드 송신부와 수신부 1 의 센서 노드를 상으로 하

다. 센서 노드 송신부와 수신부 사이의 거리는 48cm로 

표시되고 있으나 외선 센서와 이  센서가 아직 의

미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이 거리는 의미

가 없으며, 이는 센서 노드를 이동하여 한 정합 치

에 도달하도록 하는 후속 과정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의미있는 측정을 해서는 외선 센서의 값이 4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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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어야 하며,  값이 46을 넘어가면 외선 센서가 범

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한 이져 센서의 값은 

이져 수 부에 이져 다이오우드로부터의 빛이 도달했

을 경우 1~4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외의 값은 이져 

센서가 범 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그림 9]는 외선과 이져 센서의 측정 값이  

모두 유효한 상태를 보인다. 즉 센서노드의 송신모듈과 

수신 모듈이 한 치에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음  센서에 의해 측정된  센서노드 사이(즉 해당 

블록간)의 거리는 31cm 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모니터링 S/W 프로토타입 인터페이스

그림 9. 거리 측정의 예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 블록 

조립을 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한 로토타입 시스템을 구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

던 근 방법의 용성을 확인하 다. 제안된 방법은 

수작업이나 학 측정 장비  표지물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한 선박 블록 조립 과정에서 작업을 한 시야 

확보와 무 하게 선박 블록의 조립을 한 블록간 거리 

정보를 지속 으로 달받아 조립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므로, 선박 블록 조립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

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재 개발된 

로토타입은 제안 근방법의 기본 인 작동 가능성만을 

검증할 수 있는 수 이므로, 추후 측정 오차의 정 도  

인터페이스의 개선 등 실용 인 측면에서의 후속 개발을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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