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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very rapidly so it exerts
substantialinfluenceon almostallspheresofmodern society,including human'sdaily
lifeandindustrialfields.

Although ithas been increasing exceedingly strong demand ofLogistics Information
Technology asotherindustrialparts,afieldofPortMonitoring System stillmaintains
thetechnologicalstandarddelayedrelatively then wecan'tseek foraremarkablegap
offunctionsbetweenpresenttechnologyandtheonebeforetenyears.

Still control operations have been executing depending on restricted functions of
existingsystem,andhavetobecomplementedinterveningandexecutingbyhumanat
alotofprocess.

In this study, in proportion as container terminal's requested handling capacity
increases while international trade becomes large-scale and port allied industries
have been developing continuously,Itwas researched the PortMonitoring System,
especially theContainerTerminalMonitoring System which ispossibleto monitorin
realtimeusingGPSandVR(VirtualReality).

Iwishitwouldbealittleusefulforimprovementofterminalproductivity by precise
graspingofequipmentsintheterminalandoperationalmattersinreal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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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현재 국내의 물류부문은 산업전반의 정보화 추세에 따라 물류정보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최근 정보 기술 분야의 급격한 발전은 물류부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산업분야를 포함하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 육상물류의 경우는 국내 대형 물류업체들의 시장 점유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해외 전문 물류업체들의 국내 진출에 따라 고객이 요구하는 고객
서비스 품질의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미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Service:LBS)와 물류정보 송수신 서비스를 연
계한 솔루션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항만용 관제 시스템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술 수준을 유지하
고 있어,십여 년 전의 기술과 비교해 볼 때 기능상 두드러진 차이를 찾을 수 없
고 아직도 기존 시스템의 제한된 기능에 의존하여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사람이 개입하여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이에 반해 국제 교역의 규모가 커지고 항만 관련 산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
하면서 항만,그중에서도 컨테이너 터미널에 요구되는 처리 물동량은 점점 증가
하고 있다.특히 포스트 파나막스급 선박이 출현한 이후 선박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 인하여 보다 빠른 처리와 동시에 낮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다.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들이 건
설되고 있고,기존 터미널에 대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이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으로 귀결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터미널 기기의 현대화와 대형
화,운영 혁신,정보 시스템 구축 등 첨단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터미널의 생산
성 향상은 특정 장비나 각 자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도 가능하다.하
지만,터미널 내의 거의 대부분의 작업들은 서로 다른 장비 및 자원들이 역할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특정 장비의 생산성보다는 모든 장비 및 시설들과 같은
자원들이 서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상호 협동작업을 수행하는가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또한 특정 장비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숙달된 장비 기사를 채용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단편적인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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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각 자원들의 연계 작업은 동시에 발생하는 복잡한 작업이므로 명확하고 가시
적인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이러한 전체 작업들을 얼마나 잘 모니터링
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터미널의 생산성 향상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
으며,이를 위한 관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이 요구된다.

기존의 관제 시스템은 사용자의 작업을 보조하여 수작업으로 행해지던 작업
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화하여 각 터미널 장비에 대한 작업 배정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화 하는 등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었다.그러나 기존 시스템들은 터미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트랜스퍼 크레인(TC :TransferCrane)등에 장착된 패널 피씨(PanelPC)혹은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PersonalDigitalAssistant)에 탑재된 클라이언트
(Client)단말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이 작업 상황이나 결과를 입력하거나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구두로 상황을 전달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닌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터미널의 전체 작업 흐름을 관제하는 컨트롤 센터(Control
center)에서 실시간으로 작업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며 작업자의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또한 각 장비별 작업 배정을 할 때
각 장비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으므로 장비 기사와 구두로 재차 확인
을 해야 하거나,실제 위치와는 다른 위치로 인식한 상태에서 작업 배정이 수행
된다.이는 터미널의 작업에서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터미널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장비들의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하고,
작업 현장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터미널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적 방향을 연구해보고자 한다.현재 구현되어 있는 기술
들 중 터미널 관제에 관련되는 여러 시스템들을 통합하여 마치 현장에서 실시간
으로 터미널 리소스 및 컨테이너의 흐름을 관제할 수 있는 방법,즉,기존의
GPS시스템,몰입형 가상 현실 시스템 및 터미널 운영시스템을 통합하여 각 장
비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고,터미널 작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지 않더
라도 실제 작업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작업 상황의 파악이 가능한 환경이 직접
운영시스템에서 작동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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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GGGPPPSSS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실실실시시시간간간 위위위치치치 인인인식식식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연연연구구구

222...111 GGGPPPSSS(((GGGlllooobbbaaalllPPPooosssiiitttiiiooonnniiinnngggSSSyyysssttteeemmm)))개개개요요요

222...111...111GGGPPPSSS의의의 역역역사사사

인류는 원시 수렵시대부터 여러 가지의 측위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사람들이 항해를 시작하면서 정확한 측위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기 때문
에 별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관측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보다 정확한 위
치를 계산하기 위해 육분의(Sextant),삼각 측량법을 이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19세기에 이르러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쌍곡선 항법이라고도 불리는 전파 항

법이 개발되어 시퀀셜(Sequential) 수신기를 사용한 LORAN(LOng RAnage
Navigation),데카(Decca)항법,오메가(Omega)항법이 사용되었다.하지만 이러
한 기술들은 GPS의 등장과 함께 쇠퇴하였다.
GPS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960년대의 미국과 소련의 우주 진출 경

쟁의 산물들이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기에 걸쳐 미 해군은 위성에
기초한 두 종류의 측량 및 항해 체계를 마련하였다.트랜짓(Transit)이라고 불리
워진 시스템은 1964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1969년에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한편 티메이션(Timation)은 위성에 기초한 측량 및 항해 체계의 원형으로만 자리
잡았을 뿐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때를 같이하여 시스템 621B 라고 일컬어
지는 계획을 미 공군에서 착수하였는데 1973년에 미 국방차관이 해군에서 계획
했던 티메이션(Timation)과 시스템 621B를 통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것이
DNSS(Defense Navigation Satellite System)으로 명명되었으며 후에
Navstar(NavigationSystem withTimingAndranging)GPS로 발전되었다.
위성 항해 개념의 검증을 위한 1단계가 1970년대에 착수되었는데 최초로 위성

이 제작되고 여러 실험이 행해졌다.1977년 6월 최초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NTS-2(NavigationTechnologySatellite2)라는 이름의 Navstar위
성이 발사되었다.
NTS-2는 단지 7달 동안만 운영되었으나 위성에 기초한 항해 이론이 타당함

을 입증하였고 1978년 2월 최초의 BlockI위성이 발사되었다.1979년에 2단계로
전체 규모의 설계와 검층이 행해졌는데 9개의 BlockI위성이 이후 6년 동안 추
가로 발사되었다.3단계는 1985년 말 2세대 BlockII위성이 제작되면서 시작되
었다.BlockI위선들은 2003년 현재 모든 수명이다 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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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II,BlockIIA,BlockIIR위성등 총 28개의 위성들이 운영되고 있다.GPS
신호의 민간 수신은 1983년 소련에 의한 한국 항공기 KAL007기의 격추 사건을
계기로 1984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선언하였다.2000년 5월 1일 당시 미
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발표와 더불어 미 국방성의 고의적인 오차
요인이었던 고의 잡음 (SA : SelectiveAvailability)이 사라짐으로서 민간용 항
법 시스템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향후 L2주파수의 민간에의 공개와
1.17GHz대의 L5주파수의 추가로 성능 향상 및 활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1].

222...111...222GGGPPPSSS의의의 신신신호호호 형형형식식식

각 위성은 기본주파수 10.23MHz의 154배인 1575.42MHz의 LI반송파와 120
배인 1227.60MHz의 L2반송파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이러한 반송파에 중첩되는
정보는 PRN(Pseudo-Random Noise)부호와 항법메세지(NavigationMessage)로
이루어진다.
각 위성은 고유의 식별 번호가 되는 PRN(Pseudo-Random Noise)번호를 변

조(Modulate)하여 C/A(CoarseAcquisition)코드와 P코드를 발생시키며 P코드
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되어 Y 코드로 변환되어 송신된다.그
림과 같이 C/A 코드의 전송에는 L1파를,P코드의 전송에는 L1파와 L2파 모두
를 이용한다.

그림 1위성 신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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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333GGGPPPSSS의의의 위위위치치치 측측측정정정 원원원리리리

GPS의 기본 측정 원리는 위성에서 특정 시각에 보내준 전파를 측정하여 위
성으로부터 수신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을 구하고,이 시간에 전파의 속도 즉 빛
의 속도를 곱하여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즉,거리 =빛의 속도 x경과시간
이 되고 이때 수신된 전파의 코드를 이용하는지 반송파 자체를 이용하는지에 따
라 의사 코드 측정 방식과 반송파 위상 측정 방식으로 나뉘게 된다.
하나의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거리를 측정하면 수신위치로부터 그 위

성까지의 직선거리만을 알 수 있다.이때 전파를 수신한 수신기의 위치는 위성을
중심으로 반경이 측정한 직선거리인 구면 체의 표면 어느 지점에 존재하게 된다.
이때 다른 하나의 위성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현재 수신기의 위치는 두
구가 서로 겹치는 원주상의 어느 지점으로 그 범위가 좁아지고,동시에 3개의 위
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거리를 측정하면 수신기의 위치는 세 구체가 동시
에 겹치는 어떤 한 지점이 된다.따라서 수신기의 3차원 좌표 값을 알아내기 위
해서는 최소한 3개의 위성으로부터 동시에 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시각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최소 4개의 위성으로부터 동시에 신호를 받을 수 있어
야 한다.

가.의사 거리(Pseudorange)측정

일반적으로 C/A 코드의 정밀도는 약 0.3M이고 P코드의 정밀도는 약 3CM
이므로 코드 잡음을 제외한 나머지 오차 항이 제거되면 수 M,혹은 수십 CM 수
준의 위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나.반송파 위상(Carrierphase)측정
의사 코드의 주파수의 단위는 MHz인데 반해 반송파의 주파수의 단위는

GHz이므로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반송파의 위상을 측정할 때 오차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파장의 1% 내외이므로 이론상으로는 약 2MM의 정도로 측정
이 가능하다.일반적인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잡음 수준은 약 3MM 이므로 나머
지 오차 항을 제거하면 CM 수준의 위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미지 정
수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화 시간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하나의 GPS수
신기의 측정치만으로는 미지 정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차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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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하여 차분된 미지 정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그러나 차분 기법에 의해서
도 소거되지 않는 오차 항이 존재하므로 올바른 미지 정수 추정을 위해 이러한
오차의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2].

다.오차 원인.

GPS위치측정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
다.
첫째,구조적 요인으로 생기는 오차로는 인공위성 시간 오차,인공위성 위치 오
차,전리층과 대류 층의 굴절 잡음,다중 경로 등이 있고,둘째로는 위성의 배치
상황에 따른 기하학적 오차가 있으며,마지막으로 가장 큰 오차원인인 SA가 있
다.이 요소들이 모두 잠재적으로 합쳐져서 매우 큰 오차 결과를 낳는데 이것을
UERE(UserEquivalentRangeError)라고 한다. 각 오차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매우 크게 변하는데 각 오차들의 크기는,

-위성 궤도 오차(Almanac,Ephemeris)->1-5m
-위성 시간 오차 ->0-1.5m
-전리층 굴절 ->0-30m
-대류층 굴절 ->0-30m
-다중 경로(Multipath)->0-1m
-수신기 잡음 ->0-10m
-SA(SelectiveAvailability)->0-70m

222...222 GGGPPPSSS구구구성성성 및및및 기기기능능능

본 논문에서 구성 시스템은 일반적인 RTK(RealTimeKinematic)GPS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로 구성하고 기준국과 이동국 사이의 연결은 기존의 유
선랜 혹은 무선랜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또한 GPS서버는 각 장비들의
위치 인식 시스템을 관리하고 관제 시스템과의 연결을 담당하도록 구성하고 위
치 인식 시스템의 일시적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측기와 추정기는 GPS서
버 내에 구현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222...222...111기기기준준준국국국(((BBBaaassseeessstttaaatttiiiooonnn,,,RRReeefffeeerrreeennnccceeessstttaaatttiiiooonnn)))(((RRRTTTCCCMMM SSSeeerrrvvveee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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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국은 GPS장비와 ‘RTCM Server’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위성으로부터
수신된 메시지를 이용하여 오차 보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RTCM Server프로그램은 이동국들로부터의 접속을 대기하고 있다가 이동국들
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룰 수락하여 기준국에서 생성된 오차 보정 데이터를
RTCM-104형식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GPS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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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RTCM Server프로그램

222...222...222이이이동동동국국국(((RRRooovvveeerrrssstttaaatttiiiooonnn,,,MMMooobbbiiillleeessstttaaatttiiiooonnn)))(PCRover,PDA Rover)

이동국은 GPS장비와 ‘PCRover’프로그램과 PC또는 ‘PDA Rover’프로그
램과 PDA 장비로 구성한다. PC Rover프로그램은 트랜스퍼 크레인과 같은
각 터미널 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패널(Panel)PC에 관제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단말기 프로그램과 같이 내장되어 위치를 계산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PDA Rover프로그램은 야드 트랙터(Yardtractor)와 같이 패널 PC를 장착하
기 어려운 장비에서 사용하거나 사람이 휴대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것으로 동작
방식은 PCRover프로그램과 같다. 이동국의 PCRover혹은 PDA Rover프
로그램은 기지국의 RTCM Server프로그램에 접속하여 RTCM-104형식으로 전
송되는 오차 보정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동국의 GPS수신기에 전달한다. GPS
수신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신된 위성 신호와 프로그램에서 전달된 오차 보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치를 계산하여 NMEA 형식으로 출력하고,이를 이동국의
프로그램이 내부적인 프로토콜(Protocol)로 변환하여 GPS Server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이동국과 기준국 간의 위치 정보 수신을 위한 프로토콜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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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PS,Time,Lat,Long,Type,SatelliteNo,\r\n

1)$DGPS :하나의 수신 메시지의 시작을 표시
2)Time :00H00M00S
3)Lat :관측된 위치의 Latitude
4)Lon :관측된 위치의 Longitude
5)Type '1':GPSSPSMode(Singlepointmode)

'4':RTK fixed
'5':RTK float

6)SatelliteNo:위성의 갯수
7)"\r\n" :하나의 수신 메시지의 끝을 표시

222...222...333GGGPPPSSS서서서버버버 (((GGGPPPSSSSSSeeerrrvvveeerrr)))

GPS 서버는 ‘GPS Server’프로그램과 PC 및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시스템과의 연결을 위한 공유 메모리 장비로 구성된다.GPSServer프
로그램은 공유 메모리 기법을 이용하여 가상 현실 시스템과 연결을 설정하고 이
동국의 접속을 기다린다.
이동국이 접속하면 각 이동국 별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소켓(Socket)접

속과 프로그램의 이동국별 관리 객체를 생성한다.이동국으로부터 위치 데이터가
수신되기 시작하면 이 데이터를 관측기를 통해 검사하고,추정기를 이용하여 보
정한다.데이터가 가공된 후 위치 정보를 공유 메모리를 이용하여 가상 현실 시
스템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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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GPSServer프로그램

222...222...444무무무선선선 랜랜랜(((WWWiiirrreeellleeessssssLLLAAANNN)))통통통신신신 장장장비비비

터미널 관제 시스템의 각 장치 클라이언트 단말기 프로그램들과 중앙의 서버
프로그램간의 통신은 TCP/IP프로토콜 기반의 소켓을 통해 이루어지며,물리적
인 시스템은 거의 LAN(LocalAreaNetwork)이 사용된다.하지만 터미널 장비의
특성상 이동이 잦기 때문에 유선 랜은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쉽지 않으며,특히
야드 트랙터나 사람의 경우 장치장 내에서 유선 랜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래에 들어 무선 랜 기술의 많은 발전으로 터미널 시스템에도 무선 랜을 활용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특히 PDA는 기본적으로 무선 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치 인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무선 랜의 액세스 포인트(AP :
AccessPoint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11-

IEEE802.11b규격 만족
최대 전송 속도 :11Mbps
CSMA(CarrierSenseMultipleAccess)/CD(CollisionDetection)
Multicast/broadcaststorm filtering
DHCPsupport(Clientandserver)
ICMP(Ping) Remotelinktest(802.11bonly)
HTTPserverforweb-basedmanagement
SupportforWirelessNetworkManager
Loadbalancing(802.11bonly)
APdensitysettingforcapacityoptimization
AutomaticChannelSelection

222...333 위위위치치치 인인인식식식 보보보정정정 시시시스스스템템템

GPS는 위성으로부터 송신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위치를 측정하므로 위성의
전파 수신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에 정확한 위치를 보고하지 못
할 수가 있다.특히 RTK GPS시스템의 경우 기준국과 이동국 사이의 보정 데
이터의 전송이 매우 안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무선 랜을 사용할 경우 음영 지
역에 진입할 경우와 같이 무선 랜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일시적인 시
간 지연이나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무선 랜 장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PDA의 무선 랜의 수신 감도

가 일반 PC에 비해 낮고 MicrosoftWindowsCE운영체제의 소켓(Socket)네트
워크 인터페이스가 다른 일반 PC용 운영체제에 비하여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
에 무선 랜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따라서 무선 랜의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위치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으며,이로 인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일
시적으로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위치 보정 시스템은 관측기와 추정기로 구성되며 위치 인식 시스템에 일시적

인 문제 요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GPS Server
프로그램의 일부로 존재하며 각 이동국마다 하나씩 생성되어 이동국의 위치 데
이터를 보정한다.

222...333...111좌좌좌표표표 전전전환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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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수신 장비에서 측정되는 위치 데이터는 위도(Latitude)와 경도
(Longitude)값으로 주어진다.이렇게 나타난 위도 경도 값은 지구를 중심으로 측
정된 값이고,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느 위치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위치값을 터미널의 특정 기준점에 대한 상대 좌표 값으로 변환하여
나타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위도와 경도값을 지구 중심좌표의 X,Y,Z값으로 변환하
고 이 값들을 터미널에서의 기준점들로부터 구해진 X 및 Y 방향의 기준 단위벡
터(Unitvector)성분으로 분해하여 상대 좌표 값을 구한다.

상대 좌표 값을 구하기 위하여 국소 좌표계의 원점과 X축,Y축 상의 각각
한 지점의 위치를 측정한다.이 세 지점의 값을 기준으로 국소 좌표계의 X축 단
위 벡터와 Y축 단위 벡터값을 산출하여 좌표 변환에 사용한다.

국소 좌표계의 원점을 PO,X축 상의 한 점을 PX,Y축 상의 한 점을 PY,측
정하고자 하는 점을 PM 이라고 할 때 국소 좌표계의 원점 PO에서 측정 하고자
하는 지점 PM 사이의 벡터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VVV PPP OOOPPP MMM = VVV PPP MMM- VVV PPP OOO

= (xPMG-xP OG)XXX GGG+(yPMG-yPOG)YYY GGG+(zP MG-zPOG)ZZZGGG

= xPML XXX LLL+yPML YYY LLL

VVV PPPOOO :지구 중심에서 국소 좌표계의 원점 PO사이의 벡터

VVV PPPMMM :지구 중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점 PM 사이의 벡터

여기서 로컬 좌표계의 각 축의 단위 벡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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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LLL=
VVV PPP XXX- VVV PPP OOO

|VVV PPP XXX- VVV PPPOOO|= xXU X G+ yXUY G+ zXU ZG

YYY LLL=
VVV PPPYYY- VVV PPPOOO

|VVV PPPYYY- VVV PPP OOO|= xYUX G+ yYU Y G+ zYU ZG

VVV PPPXXX :지구 중심에서 국소 좌표계의 X축 상의 점 PX사이의 벡터

VVV PPPYYY :지구 중심에서 국소 좌표계의 Y축 상의 점 PY 사이의 벡터

국소 좌표계의 원점과 X축상의 한점,Y축 상의 한 점의 좌표를 모두 측정해
두었으므로 좌표값은 아래의 식과 같이 비교적 간단하게 구해진다.

xPML=
zYU(yPMG- yPOG)- yYU(zPMG- zPOG)

yXUzYU- yYUzXU

yPML=
yXU(xPMG- xPOG)- xXU(yPMG- yPOG)

xYUyXU- xXUyYU

222...333...222관관관측측측기기기(((OOObbbssseeerrrvvveeerrr)))

관측기는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된 위치 데이터가 유효한지를 검사하여 수신된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추정기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관측기는 주기
적으로 이동국에서 수신된 위성 데이터를 검사하여 제약 조건에 위배될 경우 유
효하지 않은 데이터로 분류하여 추정기를 구동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관측기에서 유효한 데이터로 보는 제약 조건에는 시간,위치,최대･최소 속도

및 가속도가 있다.시간 제약 조건은 서버에 접속한 이동국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상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위배되는 조건이며,위치 및 최대･최소 속도
및 가속도는 각 장비 재원 정보와 터미널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또한 장비에 할
당된 작업 정보나 터미널 정보에 의해 특정 구간에서의 속도 및 가속도를 제약
조건으로 둘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실제 장비의 위치 데이터마저도 유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약
조건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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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333추추추정정정기기기(((EEEssstttiiimmmaaatttooorrr)))

추정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측기에 의해 동작을 수행하며 이동국에
서 유효한 위치 데이터가 수신될 때는 위치 정보로부터 순차적으로 속도 및 가
속도,그리고 가속도의 변화량인 저크(Jerk)를 계산한다.관측기가 수신받은 정보
가 유효하지 않거나 정보를 수신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추정기는
역순으로 과거의 계산되었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크,가속도,속도 그리고 최종
적으로는 위치를 계산해 낸다.관측기가 수신된 정보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하
여 사용한 제약조건 중에서 수신 시각을 제외한 모든 조건들을 추정기에서도 같
이 적용하고 몇 가지 제약 조건을 추가하여 계산된 값을 수정한다.
추정기에 의하여 계산된 위치 값들은 제약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하더라도 실

제 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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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44 측측측위위위 실실실험험험 및및및 결결결과과과

222...444...111정정정지지지시시시 위위위치치치 오오오차차차 측측측정정정 실실실험험험

GPS위치 정보는 고정된 한 지점에서 측정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오차 요
인들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는다.따라서 고정점에서의 위치 값의
변동량을 측정하여 고정점에서의 오차 범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앞서 말한바
와 같이 고정점에서의 위치 값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서의 값을
그 위치에서의 정확한 값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며,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동안
측정한 값의 평균을 취하여 그 위치의 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때
일정 범위 이상으로 벗어나는 값들은 제외시키도록 한다[4].
본 실험에서 X축 방향의 위치값 변동은 대부분 평균값에서 ±5MM 이내이며,
Y축 방향의 위치 변동은 ±4MM 이내,Z축 방향의 위치 변동은 ±6MM 이내로
나타났다.

그림 5GPS이동국 장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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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고정점 XYZ위치 데이터
편차

그림 7고정점 YZ위치 데이터
편차

그림 8고정점 XZ위치 데이터
편차

그림 9고정점 XY위치 데이터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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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44...222정정정지지지시시시 변변변위위위 측측측정정정 실실실험험험

정지 상태에서의 한 점에서 측정된 위치의 오차 범위를 측정한 후 수신기가 일
정한 구간을 이동한 후 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을 수행하였
다.이 시험을 위해서는 20피트 컨테이너를 장치하기 위해 바닥에 표시해둔 선
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길이가 긴 방향과 길이가 짧은 방향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각 지점의 위치값 결정은 특정 순간에 포착된 위치 데

이터를 위치 값으로 취하는 방법과 각 지점에서 30분 가량 위치 데이터를 수집
하여 평균값을 위치값으로 취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두 지점간의 거리는 실제 거리와 10MM 오차 범위 이내로 측정되었으
며,두 방법에서 측정된 거리 값의 차이는 2～6MM 정도였다.

그림 10고정점 거리 측정
기준점

그림 11고정점 거리 측정
변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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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44...333이이이동동동시시시 실실실시시시간간간 측측측위위위 실실실험험험

이동시의 측위 실험을 위한 데이터로 국가 R&D 과제로 수행했던 자동화 터미
널의 사업 시 개발되었던 AGV(AutomatedGuidedVehicle)에 탑재해서 테스트
했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AGV가 8자 모양의 주행선을 따라 주행할 때의 위치 값을 측정하였다.AGV
는 AGV의 중점이 주행선을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으나 본 실험당시 GPS장
비를 AGV의 중점에 장치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어 AGV 차체의 오른쪽 후미에
장착하였기 때문에 궤적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주행선의 모양과 다르게 나타나며,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이 결과 그래프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모서리가 둥근 모양의 두 사
각형이 만나는 지점의 선이 하나로 일치한다는 점이다.왼쪽의 큰 사각형 모양의
그래프와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작은 모양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궤적은
거의 일치해야 하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킴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실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터미널 관제 시스템의 모니
터링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 하였다.

그림 12AGV 장착 시험 주행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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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몰몰몰입입입형형형 가가가상상상 현현현실실실 영영영상상상 처처처리리리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연연연구구구

333...111 영영영상상상 데데데이이이터터터베베베이이이스스스 개개개발발발

이번 장에서는 GPS를 이용한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실시간
3차원 가상현실 입체 영상을 구현하고 3차원 영상 개발환경 설계 및 영상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실시간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구현방
향에 대해 연구한다.

본 연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3차원 VisualScene은 컨테이너,작업차
량,선박,각종 시설물 등의 정보를 각기 수치로 코드화 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함으로써 표현되며,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영상처리를 위하여 2차원 면상에 3차
원으로 모델링 하기 위한 계층적 구조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모델링 툴을 이용하여 실상세계의 표현물과 유사한 3차원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 포맷은 전문 소프트웨어인
MultiGenProgram을 사용하여 편집,생성 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 포맷
(FlightFormat)은 실시간 처리 응용 프로그램에 제공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다.이 데이터베이스는 COLOR,모양,위치,Texture등의 정보를 포함
한다.

본 장의 연구는 GPS를 이용한 몰입형 가상 현실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실제 터미널 환경에서 발생되는 시각적 효과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설계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
고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다다다양양양한한한 종종종류류류의의의 작작작업업업환환환경경경 데데데이이이터터터베베베이이이스스스 구구구축축축
---텍텍텍스스스쳐쳐쳐 맵맵맵핑핑핑 기기기법법법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현현현실실실적적적 데데데이이이터터터베베베이이이스스스 구구구축축축
---각각각종종종 오오오브브브젝젝젝트트트들들들의의의 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용용용 실실실시시시간간간 포포포맷맷맷 데데데이이이터터터베베베이이이스스스 구구구축축축
---DDDyyynnnaaammmiiiccc하하하고고고 RRReeeaaalllllliiifffeee한한한 실실실시시시간간간 가가가상상상현현현실실실 영영영상상상 제제제어어어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구구구현현현

먼저 가상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실시간 3차원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성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3차원 영상 데이터베이스 개발 환경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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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111영영영상상상 데데데이이이터터터베베베이이이스스스 개개개발발발 환환환경경경

데이터베이스는 영상 시스템의 현실감 및 실시간 구현을 위한 성능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따라서 작업 효율성 및 편리성이 뛰어나고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의 호환성이 우수한 개발도구의 선택이 중요하다.본 논문에
서 사용되고 있는 MultiGen모델링툴은 현재 비행 시뮬레이션,선박 시뮬레이션,
차량용 시뮬레이터 개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개발도구이다.

3차원 가상현실 시스템은 원자력 발전소,비행기,선박,차량과 같은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이를 위해서는 고성능의 하드
웨어 요구 사양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영상데이터
베이스 구축일 것이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개발
도구의 사용이 필요한데 본 과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링 툴이 실시간 처리를
요하는 여러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개발 도구이다.
현재 본 논문에 사용된 모델링 툴은 항공시뮬레이터 개발,철도,차량 시뮬레이
터,Interactive방식의 게임 개발과 가상현실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되어지고 있다.1986년에 상용화된 3차원 모델링 툴이 최초로 개
발된 이래로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으로 더욱 향상된 실시간 처리용 기능들을 제
공한다.

멀티젠은 영상 시뮬레이션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형식을 1988년에 개발하였다.OpenFlight데이터 형식은 현재 전세계 모델
개발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실리콘 그래픽스,Paradigm Simulation,Gemini
Technology,MarconiSimulation과 같은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200
개소 이상의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새로운 기능
을 제공하는 ImageGenerator가 개발됨에 따라 OpenFlight와 MultiGen모델링
개발 도구들은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되었다[5].

실시간 시뮬레이션에서는 일반 목적의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목적의 CAD나
3DStudioMax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지 않는 다양한 처리능력과 정교한 모
델링 기법들이 요구되어진다.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에서 각 오브젝트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효과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화면 갱신율(Refresh Rate)은 초당



-21-

10-30프레임이 되어야 한다.빠른 갱신율을 위하여 영상 오브젝트는 특별한 구조
와 속성들이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의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된 접근하는 방식은 어떠한 영상 발
생기라도 실시간 처리 소프트웨어가 요구하는 성능 제공이 적합하도록,3차원 오
브젝트에 대하여 기하학과 계층적으로 묘사하고 각 오브젝트의 속성을 지정하는
것이다.본 논문에 사용한 모델링 툴의 실시간 시뮬레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
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최적화 가능하게 하는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시뮬레이터를 위한 3차원 그래픽의 특성상,실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재현해야
하는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CAD나 Animation용 3차원 그래픽 시스템의 사진
과 같은 사실감 있는 물체 형태의 정확한 묘사 기능보다 시뮬레이션 대상 물체
의 운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빠른 3차원 영상 재현기능
(UpdateRates)이 더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감 재현 및 설계의 관점에서 애니메니션 시스템이나 CAD에서와
같은 RMQC구조물,작업차량,선박,컨테이너의 사진과 같은 현실감 나는 표현
및 실제 구조물의 정확한 재원의 표현도 중요한 요소이므로,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과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의 선정
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고가의 SiliconGraphicsInc(SGI)나 Evans& Sutherland
사의 그래픽 전용 영상발생기와 같이 철도,항공기나 선박의 운항 시뮬레이션 분
야에 사용되는 실시간 그래픽 시스템의 경우,3차원 GraphicsPipeline의 각 단계
즉,물체 좌표 변환에서 렌더링(Rendering)까지의 과정을 이 계산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되어 특별히 개발된 일종의 디지털 신호 처리 칩인 3차원 그래픽 프로세
서 칩을 사용하여 고속의 3차원 그래픽을 구현하고 있다.

333...111...222실실실시시시간간간 처처처리리리용용용 데데데이이이터터터베베베이이이스스스 구구구현현현 기기기법법법

3차원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설계된 OpenFlightScene Description
Database에 대하여 기술한다.본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저장방식은
OpenFlightDataFormat이다.논리적이고 계층적 구조를 가진 3차원 장면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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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는 뛰어난 정확도와 신뢰성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3차원 장면을 그
리기 위한 영상 발생 시스템이 처리하여야 할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본 영상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사용되어진 핵심 기법들은 약 25가지 종류의
영상 발생을 위한 고유의 모델링 기능과 LevelofDetail,Culling Volumes,
LogicalCulling,DrawingPriority등과 같은 향상된 실시간 기능 제공 함수들을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논리적으로 그룹화 할 수 있으며 실시간 기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트리구조로 구축되어지는데,이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HHHEEEAAADDDEEERRR:파일마다 하나의 HeaderRecord가 있으며,Header는 항상 파일에
서의 처음 Record이고 데이터베이스 트리구조에서 가장 위 부분에 위치한다.

GGGRRROOOUUUPPP: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Subset로써 Translate,Rotate,Scaled할
수 있으며 다른 Group으로 Down,Across할 수 있다.

OOOBBBJJJEEECCCTTT :Ploygon의 논리적인 모임이다.
NestedPolygon:NestedPolygon은 Sub-Face라고도 하며 Polygon위에 다른
Polygon이 존재하는 것이다.

VVVEEERRRTTTEEEXXX :X,Y,Z좌표점을 가지며 어떤 Vertex는 TextureMapping정보
를 포함한다.

333...111...333데데데이이이터터터베베베이이이스스스 파파파일일일 상상상호호호관관관계계계

IIInnnssstttaaannnccciiinnnggg
Instancing은 Group이나 Object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변환
될 수 있다.Flightformat은 Rotate,Translate,ScaleOperation으로 Object와
Group의 Instancing의 기능을 제공한다.

RRReeepppllliiicccaaatttiiiooonnn
Replication은 Group이나 Object들을 Drawing하는데 있어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LightString같은 경우는 SingleLight를 Replication함으로써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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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Flight Format에서 Replication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TransformationOPCode와 ReplicationOPcode에 의해 Group이나 Object를 만
들 수 있다.

BBBooouuunnndddiiinnngggBBBoooxxxeeesss
BoundingBoxOPCode는 어떤 Group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Bounding Box OP code는 실시간 처리에 사용될 수 있다.
BoundingBoxOPCode에는 Instancing과 Replication에 의해 생성된 넓이가 포
함된다.

333...111...444실실실시시시간간간 데데데이이이터터터베베베이이이스스스 파파파일일일

데이터베이스를 디스크에 저장할 때 OPCode와 Data를 트리 구조로 전환한
다.각 Record의 처음 부분은 Header로 OPCode,RecordLength의 내용을 가지
고 있다.PushOPCode는 다음 헤드를 지정하는데 사용되며 PopOpCode는 상
위 Level로 Return하는데 사용한다.데이터베이스 파일은 Conversion시 확장자
flt가 붙는다.

HHHeeeaaadddeeerrrRRReeecccooorrrddd
HeaderRecord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시작부분에 위치해 있다.실시간 소프
트웨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정수좌표의 LSB 값으로 알 수 있다.Unit
Field는 Unit가 Meter,Feet,Inches인지를 나타낸다.UnitMultiplier/Divisor는
각 LSB에 의해 얼마나 Unit가 나타내지는지를 알려준다.

GGGrrrooouuupppRRReeecccooorrrddd
SpecialeffectID는 일반적으로 0이지만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설정할 수 있다.Group의 상대적인 우선 순위는 이 레벨에서 다른 그룹과 관
계 있는 Object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명시된다.영상DB CSC는 데이터베이
스가 저장되기 전에 이 Field에 기본적으로 Sort된다.

OOObbbjjjeeeccctttRRReeecccooorrrddd
ObjectFlag는 현재 종속되어 있는 어떤 Object의 디스플레이를 멈추는데 사용
할 수 있다.Illuminationflag는 설정되었을 때 그 Object자체가 Illumination되
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Lighting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Shadow Flag는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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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룹의 나머지 Shadow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움직이는 모델인 경우 이
Shadow는 실물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AppropriateDistortion을 가진 실
시간 처리 Software에 의해 지형이나 도로 등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Object
의 상대적인 우선 순위는 그 그룹 안에 있는 그 Object와 관련 있는 정해진 순
서에 의해 명시된다.

PPPooolllyyygggooonnnRRReeecccooorrrddd
ColorCode는 Polygon과 Vertex모두 5bit의 Color와 7bit의 Intensity로 구성
되어 있다.Header의 colorRecord에는 각 colorcode마다 RGB요소가 정의되어
있다.다른 Intensity는 이것을 이용해 선형 보간법에 의해 계산 될 수 있다.
FlightFormat에서의 Intensity는 128가지이지만 이것보다 적은 수의 Intensity가
사용된다.만약 Polygon이 음수 값이 아닌 Materialcode값을 가진다면 그것의
ApparentColor는 Facecolor와 MaterialColor의 조합이 될 것이다.

MMMaaattteeerrriiiaaalllTTTaaabbbllleee
MaterialTable은 64가지의 Materialtype이 있으며 Face가 Non-Negative
materialcode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데이터베이스에 Write할 필요가 없다.
MultiGen에서 Face의 출현은 FaceColor와 MaterialCode의 조합이다.Face
Color는 다음과 같은 Material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AAAmmmbbbiiieeennnttt
아래의 DisplayedAmbient요소들은 Material가 FaceColor에 대한 Ambient
요소의 산출물이다.
DisplayedAmbient[RED]=MaterialAmbient[RED]*FaceColor[RED]
DisplayedAmbient[GREEN]=MaterialAmbient[GREEN]*FaceColor[GREEN]
DisplayedAmbient[BLUE]=MaterialAmbient[BLUE]*FaceColor[BLUE]

DDDiiiffffffuuussseee
아래의 DisplayedDiffuse요소들은 Material가 FaceColor에 대한 Diffuse요
소의 산출물이다.
DisplayedDiffuse[RED]=MaterialDiffuse[RED]*FaceColor[RED]
DisplayedDiffuse[GREEN]=MaterialDiffuse[GREEN]*FaceColor[GREEN]
DisplayedDiffuse[BLUE]=MaterialDiffuse[BLUE]*FaceColor[BLUE]
Specular:Ambient와 Diffuse요소와는 달리 Specular요소는 Material로부터
직접 받는다.



-25-

DisplayedSpecular[RED]=MaterialSpecular[RED]*FaceColor[RED]
DisplayedSpecular[GREEN]=MaterialSpecular[GREEN]*FaceColor[GREEN]
DisplayedSpecular[BLUE]=MaterialSpecular[BLUE]*FaceColor[BLUE]

EEEmmmiiissssssiiivvveee
현재 Emissivity는 MultiGen에서 DrawingCode가 고려되지 않아서 MultiGen
에서 제공되는 Emissivity를 설정할 방법이 없다.

SSShhhiiinnniiinnneeessssss
이것은 Material에서 직접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SpecularHighlight는 더 큰
Shininess값을 가진다.

AAAlllppphhhaaa
이것은 Material에서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다.Alpha값이 1.0이며 불투명,0.0
이면 투명이다.

333...111...555데데데이이이터터터베베베이이이스스스 모모모델델델링링링 기기기법법법

본 논문에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에서 사용되어질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서 Geometry,Hierarchy,Attributes와 같은 항목들을 이용한다.각각의 항목
들의 속성체계는,

GGGeeeooommmeeetttrrryyy
사각면이 4개의 점들로 이루어지듯이 3차원 공간에서 모델을 순차적 좌표점으
로 정의한다.

HHHiiieeerrraaarrrccchhhyyy
모델의 Vertices를 쉽게 편집되고 표시될 수 있는 논리적인 단위(logicalUnit)
로 결합 된 특별한 구조(additionalstructure)를 정의한다.

AAAttttttrrriiibbbuuuttteeesss
각 노드의 도표적,물리적 그리고 이론적인 특징을 정의하는 특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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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dddeeennntttiiifffiiieeerrrsss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노드는 최대길이가 영문 152자인 독특한 이름 즉 ID를
갖는다. ID는 자동으로 할당되어지나, 노드 속성을 변경하거나,
Attributes/Renames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그러나 VertexID는 변경할 수
없다

TTTrrraaaccckkkiiinnngggPPPlllaaannn
멀티젠에서,Z축은 수직방향이고 X,Y는 Z축에 수직면인 수평방향이다.3차원
좌표시스템에서 마우스로 점을 입력시킬 때 멀티젠은 이 점을 투사시켜서
TrackingPlane위에 위치시킨다.TrackingPlane은 두 구성요소를 가진다.

PPPlllaaannneee
데이터베이스의 3차원 좌표 공간 안에 어느 곳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222차차차원원원 격격격자자자
TrackingPlane위에 위치하고 격자는 카테시안 좌표계와 원통 좌표계에서 정
의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항목들을 생성하거나 조작하는데 사용되는 Tool들은
Toolbox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들의 기능에 따라서 그룹화 되어져 있다.여기
서는 모델을 생성할 때 사용되어지는 기본적인 Tool에 관해 기술한다.

MMMooodddeeeTTToooooolllsss
ModeTool들은 데이터베이스 계층구조에서 조직의 단계들을 나타낸다.툴박스
에서 한 툴을 선택하면,해당되는 모델링과 선택 모드가 선정되어진다.Mode
Tool들은 많은 모델링과 선택 기능에 영향을 준다.

GGGrrrooouuupppMMMooodddeee
Group은 다른 그룹,LevelofDetail,그리고 Object들을 포함할 수 있다.그래
픽 뷰에서 그룹을 선택함으로써 그룹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Group ID들은
Hierarchyview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난다.Object들이 Group안에 논리적으로 연
결된 모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작하기가 더 용이하다.

ObjectMode
Object모드는 그래픽 뷰에서 Object들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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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사용되어진다.Object는 Polygon들의 집합이다.

FFFaaaccceeeMMMooodddeee
Face은 표면을 묘사하는 순차적,동일 평면상의 꼭지점의 집합이다.Face는
Object나 Group에 붙여질 수 있다.

EEEdddgggeeeMMMooodddeee
멀티젠이 Edge모드일 때,그래픽 모드에서 Edge를 선택할 수 있다.Edge는 같
은 평면상에서 두 연속적인 꼭지점 사이에 선 세그먼트를 말한다.Edge들은 데
이터베이스 계층구조의 일부로 정의되지는 않는다.

VVVeeerrrttteeexxxMMMooodddeee
Vertex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좌표점이다.그래픽 뷰에서 Vertex를 선택하기 위
해서는,Vertex모드를 먼저 선택하여야 한다.

CCCrrreeeaaattteee기기기능능능
Create툴 들은 데이터베이스 항목들을 정의하는 다양한 노드들(nodes)을 생성
한다.Create현재의 모델링 모드에서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노드를 데
이터베이스 부모노드에 덧붙인다.데이터베이스에 Face나,Vertices를 첨가하기
위해서 Create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이것들은 FaceCreationTool를 사용하여
생성한다.

새로운 노드들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모델링 모드에서 하나의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Create를 클릭
한다.
-클릭 한 형태의 하나의 노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Alt키를 누르면서 Mode툴
을 클릭 한다.
-클릭 한 형태의 여러 개의 노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Ctrl+Alt를 누르면서
Mode툴을 클릭 한다.

CCCrrreeeaaattteeeGGGrrrooouuuppp
CreateGroup은 현재의 부모 노드아래에 하나의 그룹을 생성한다.이 툴을 사
용하기 위해서 Group모드에 있을 필요는 없다.

CCCrrreeeaaattteeeOOObbbjjjeeecccttt



-28-

Createobject는 현재 부모 노드아래에 Object노드를 생성한다.

FFFaaaccceee와와와 GGGeeeooommmeeetttrrryyy생생생성성성 기기기능능능
FaceCreation툴 들은 데이터베이스의 블록들을 생성하는 기본 형태들을 생성
한다.이들 툴 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부모의 선정을 해
야만 한다.Object모드에서,Object노드는 데이터베이스 부모와 새로운 Face사
이에 삽입되어진다.다른 어떤 모델링 모드에서는,새로운 Face는 바로 데이터베
이스 부모에 첨부되어진다.
Surface(또는 NestedFace)는 계층구조에서 다른 Face에 붙여진 하나의 Face
를 말한다.Surface는 다른 Surface에 부모가 될 수 있다. 각각의 Surface는 그
것의 부모와 같은 평면과 같은 경계 안에 놓여져야 한다.Surface는 Drawing순
서를 명시하는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왜냐하면 Z-buffereddrawing모드에
서,모든 surface는 그들의 부모 위에 그려지기 때문이다.
모든 Polygon들은 새로운 face생성 박스에서 생성되어질 때 정면이 되어 진
다.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능한 ConcavePolygon보다는 Convex
Polygon를 사용한다.GeometryCreation툴 들은 Geometry로써 데이터베이스에
3차원 Text를 첨가하거나,기본 Face형태로부터 더 복잡한 Object를 생성하는
툴이다.

PPPooolllyyygggooonnn
Polygon툴은 마음대로 형성되어진 Polygon들을 생성한다.PolygonDialog박
스는 연속적으로 Polygon의 각 꼭지점들을 나타내 준다.Polygon에서 마지막에
생성한 꼭지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Ctrl키를 누르고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Polygon에서 이전 꼭지점을 변경하거나 지울 수가 있다.

RRReeeccctttaaannngggllleee
먼저 부모 노드로 Group이나 Object노드를 설정하고 FaceCreation툴 박스
를 열고 대화상자가 열리면 첫 번째 코너 위치점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반대방향
의 두 번째 위치점을 입력한다.

CCCiiirrrcccllleee
Circle툴은 중심으로 주어진 한 점과 반지름으로 주어진 한 점을 원으로 나타
내기 위한 Polygon을 생성한다.

WWWaaal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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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툴은 선택되어진 face로부터 벽을 생성한다.Walldialog박스는 새로운
Face의 WallHeight를 설정하기 위한 창을 표시하여 준다.

PPPeeeaaakkk
Peak는 각 선택되어진 Face로부터 뾰족한 봉우리를 생성한다.Peakdialog박
스는 새로운 면의 봉우리 높이를 설정하기 위한 창을 표시하여 준다.

SSSppphhheeerrreee
Sphere는 두 점간에 구를 생성한다.먼저 중심점을 선택하고 구의 반지름 점을
위치시킨다.

MMMooovvviiinnngggaaannndddCCCooopppyyyiiinnngggGGGeeeooommmeeetttrrryyy
ManeuverGeometry 툴박스에 있는 툴들은 선택된 항목을 Move,Rotate,
Scale할 수 있다.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된 항목을 카피하기 위해서 Duplicate
툴박스를 사용한다.카피된 항목들은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놓여질 수 있다.

TTTrrraaannnssslllaaattteee
Translate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되어진 항목들을 이동시킨다.이것은 각각
의 Geometry,즉 각 꼭지점의 할당된 좌표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선택된 항목을
이동시킨다.각각의 Geometry변화 없이 항목을 이동시키위해서,데이터베이스
트리에서 TransformationMatrix를 사용한다.

DDDuuupppllliiicccaaattteee
Duplicate는 선택되어진 항목이나 항목의 그룹을 복사하고 원점으로부터 원하
는 곳으로 복사물을 이동시킨다.

IIInnnssseeerrrtttCCCooolllooorrr
InsertColor는 색상 팔레트에서 선택된 주 색상을 선택되어진 Face에 적용한
다.

GGGeeetttCCCooolllooorrrFFFrrrooommm FFFaaaccceee
GetColorFrom Face는 선택되어진 Face로부터 주 색상을 설정하는 것이다.

CCCuuurrrrrreeennntttCCCooolllooorrrBBBuuuttttttooonnnsss
Color는 데이터베이스에서 Face속성이다.그래픽 뷰에서,각 Face는 앞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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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경우 색칠해져 보인다.각 데이터베이스는 면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색깔
들을 포함한 ColorPalette를 가지고 있다.이 색상 팔렛트를 열기 위해서 툴바에
있는 CurrentPrimaryColor,혹은 CurrentAlternateColor버튼을 클릭한다.

가.데이터베이스 계층구조(Hierarchy)

실시간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Geometry 항목 뿐 아니라
Hierarchy항목에 대해서도 규정되어져야 한다.데이터베이스의 계층적인 구조는
디스플레이와 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Geometry에 첨부된 조직적인 층들로 구
성되어져 있다.
Openflightformat은 데이터베이스내의 항목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여러 수
준의 계층적 구조를 사용한다.

데이터베이스 계층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항목들은,

NNNooodddeee
Node는 계층적인 구조에서 라벨링 된 박스로 나타나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말한다.노드의 공통적인 형태는 Group,Object,Face,그리고 Vertex가 있다

PPPaaarrreeennnttt
어떤 주어진 노드 위에 위치하고 있는 노드를 말한다.

CCChhhiiilllddd
데이터베이스 트리에서 어떤 노드 아래에 붙어 있는 노드를 말한다.

SSSiiibbbllliiinnngggsss
같은 Parent상에 놓여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노드를 말한다.

DDDeeesssccceeennndddaaannnttt
Parent-child관계에서 연속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도달하는 노드들을 말한다.

AAAnnnccceeessstttooorrr
Child-parent관계에서 연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도달하는 노드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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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aaatttaaabbbaaassseeeTTTrrreeeeee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계층구조를 말한다.

DDDaaatttaaabbbaaassseeehhheeeaaadddeeerrr
데이터베이스 계층적인 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뿌리를 말하고,새로운
파일이 생성될 때 자동적으로 생성된다.계층적인 구조 뷰 모드에서 db라고 라
벨링 되어진 노드로 나타내어진다.

나.계층구조 뷰 모드 작업

Hierarchyview 모드는 데이터베이스의 조직화된 항목들을 보여준다.계층적
인 뷰는 트리 구조에 연결된 노드의 레벨로 나타난다.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파일
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노드 db,g1,g2로 구성되어져 있다.여기서 g1,g2는 그
룹 비드이고 재명명 되어지거나 지워질 수 있다.그러나 데이터베이스 헤더,db
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고 항상 존재한다.그래픽 뷰 모드에서 새로이 생성된 모
델은 계층적인 뷰 모드에서 노드로 나타난다.그리고 세 개의 원래 노드들 아래
에 자동적으로 덧붙여진다.

SSSeeellleeeccctttiiinnngggNNNooodddeeesss
노드를 선택하기 위해서,노드를 직접 클릭 하거나 주변을 두르면 된다.많은
수의 노드를 동시에 선택하고자 할 때는 Shift키를 누르면서 동시에 각 노드들
을 클릭 하거나 둘러싸면 된다.

EEExxxpppaaannndddiiinnngggaaannndddCCCooollllllaaapppsssiiinnngggHHHiiieeerrraaarrrccchhhyyyLLLeeevvveeelllsss:::
계층적인 뮤 모드는 필요한 수만큼의 노드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제어가 가능
하다.

TTToooEEExxxpppaaannndddttthhheeedddaaatttaaabbbaaassseeebbbyyyllleeevvveeelllsss:::
한 단계 레벨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마우스의 중간 버튼을 클릭 하면 되고,다
른 모든 노드들도 이렇게 하면 동시에 확장된다.

TTToooCCCooollllllaaapppsssiiinnngggSSSpppeeeccciiifffiiicccNNNooodddeeesss:::
선택된 노드의 한 단계 레벨을 접기 위해서는 Alt키와 마우스의 중간 버튼을
동시에 클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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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oooCCCooollllllaaapppsssiiinnngggttthhheeedddaaatttaaabbbaaassseeebbbyyyllleeevvveeelllsss:::
선택되어진 노드들의 한 단계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는 Alt키와 동시에 마우스
의 중간키를 클릭 하면 동시에 같은 레벨의 노드들은 접어진다.

EEEdddiiitttiiinnngggttthhheeeHHHiiieeerrraaarrrccchhhyyyssstttrrruuuccctttuuurrreee:::
계층적 구조 뷰 모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계층적
구조관계를 편집할 수 있다.개별적인 노드,노드의 그룹,레벨 등이 조정될 수
있다.멀티젠은 데이터베이스 계층적인 구조를 편집하기 위한 두 가지의 그래픽
적 방법,Drag-and-Drop,Hierarchytools을 가지고 있다.

DDDaaatttaaabbbaaassseeeIIIdddeeennntttiiifffiiicccaaatttiiiooonnnNNNaaammmeeesss:::
DatabaseIdentificationNames(데이터베이스 IDs또는 노드 IDs라고도 함)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노드들을 독특하게 명시하는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이름이
다.

DDDaaatttaaabbbaaassseeeNNNooodddeeesssaaannndddAAAttttttrrriiibbbuuuttteeesss:::
데이터베이스 계층적 구조의 레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다.가장 최하위 레벨의 Object는 Vertex로 구성되어진 Face로 구성되어져 있
다.여러 일반적인 노드 타입이 있다.

SSSaaavvviiinnngggSSSeeellleeecccttteeedddNNNooodddeeesss:::
멀티젠의 WriteSelect특징을 이용하여,현재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선택된
노드를 분리시켜 저장할 수 있다.여러 개의 노드들을 선택하여 WriteSelect를
선택한다.

다.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의 계층적인 구조 뷰 모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노드들
의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구조들을 보여준다.데이터베이스 구조들의 효
율성은 실시간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잘 수행되는가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데이터베이스 구조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나,데이터베이스
크기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실시간 환경에서 매 시간마다 사용되어지므로 중요하다.
데이터베이스는 특별한 순서대로 통과하여 고찰되어질 것이다.효과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조에서는,필요한 항목들이 빠른 시간내에 탐색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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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데이터베이스의 텍스처링 기법

본 논문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사실성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
술하도록 하겠다.기본적으로 모델의 물질속성을 정의해서 물체를 좀 더 사실적
으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모든 물체에 대해 일일이 속성을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예를 들어 지금부터 모델로 연필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연필
의 흑연부분은 어느 정도 빛의 반사력을 갖는 회색물질로 정의하고,나무부분은
어느 정도 빛의 반사력이 낮은 나무색깔의 속성으로,그리고 연필몸통 부분은 페
인트 색깔의 반사 속성을 갖는 물질로 정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무 무늬 같은 경우 단지 나무 색깔로 정의하면 물질을 정확히 표현

하지 못하게 된다.유사한 방법으로 좀 더 정확히 하고자 한다면 나무의 색을 부
분별로 나눠서 각각의 색깔을 정의해줘야 한다.이런 작업은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이 작업을 손쉽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바로 텍스처 맵핑이 그것이다.
연필을 원뿔과 원통을 붙여서 만들고 원뿔 부분에는 흑연과 나무 무늬의 사진

을 붙이고 원통에는 연필의 몸통 사진을 붙인다면 사실적인 물체를 얻을 수 있
는 것이다.
텍스처 맵핑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얻어지는 효과가 큰 방법이다.그런 이

유로 3차원 게임과 각종 3차원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 텍스처 맵핑을 하고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먼저 3
차원 물체에 2차원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맵핑될 지를 결정해야 한다.물론 텍스
처란 것이 반드시 2차원 이미지일 필요는 없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
는 것이 2차원이므로 이것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한다.
만약 어떻게 맵핑할 지에 대한 방법이 정해졌다면 그 방법에 가장 적합하도록

2차원 이미지를 제작해 일련의 맵핑과정을 통해 2차원 이미지가 3차원 물체에
맵핑이 된다.OpenGL에서는 이 일련의 맵핑과정에 대해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
는 방법이 있지만 저차원(2차원)의 물체를 고차원(3차원)의 물체와 대칭시키므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사람모양의 석고상에 사람얼굴의 사진을 붙인다고 상상해 보자.그리고
실제로는 사진을 늘이고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어
떤 부분은 늘이고 어떤 부분은 줄이고 해서 사진을 탈처럼 3차원적인 껍질로 만
들어서 그것을 석고상위에 풀로 발라서 붙이면 될 것이다.이러한 작업은 사람에
따라 다분히 주관적이고 별도의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다.하지만 컴퓨터가 인간
이 하듯이 그렇게 정확히 사진을 늘이고 줄여서 붙이기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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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적다.그래서 컴퓨터 그래픽분야에서는 이미지를 직접 3차원 물체에 붙
이지 않고 중간단계의 단순한 3차원 물체에 먼저 맵핑하고 그 3차원 물체를 맵
핑되고자 하는 물체에 또 다시 맵핑하는 방법을 사용한다.이런 단순한 3차원 물
체로는 평면,구,원통 등이 사용된다[6].

마.텍스처 좌표의 설정

기본적으로 텍스처 맵핑을 하고자 할 때는 맵핑되고자 하는 3차원 물체의 각
꼭지점이 2차원 이미지의 어느 좌표로 떨어지는지를 전부다 지정해줘야 한다.하
지만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수십 개의 꼭지점을 갖는 물체가 많아서 이런 물체의
각 꼭지점을 사용자가 일일이 지정한다는 것은 크나큰 수고가 아닐 수 없다.그
래서 좀더 사실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작업은 감수해야 한다.그래
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힘든 작업을 하기보다는 좀더 편리한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2차원 이미지를 수학적으로 쉽게 맵핑되는 단순한 물체에 맵핑해서 이 3
차원 물체를 실제 물체에 맵핑하는 중간 매개 맵핑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2차
원 사진을 수학적 방법을 사용해 구에 먼저 맵핑하고 구의 각 점과 실제 물체의
각 지점과 맵핑을 한 후 최종적으로 물체에 해당되는 맵을 붙이는 과정이다.구
의 경우는 돌맹이 같은 밀폐된 비교적 둥근 물체에 사용된다.책 표지나 벽의 벽
지 역할의 이미지를 붙일 때는 평면을 이용하고 깡통 모양의 경우는 원통을 이
용한다.물체의 특성에 따라 중간 매개물체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바.텍스처 맵핑을 위한 설정과 텍스처 좌표의 직접 설정

OpenGL에서 텍스처 좌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긴 하지만 그 원리를 알기 위
해서 혹은 좀더 진보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직접 좌표를 지정해 주는 방
법을 예를 들어보자.우선 OpenGL의 텍스쳐 맵핑에 관련된 준비 작업이 필요한
데,먼저 이미지를 로드하고 그것을 밉맵(Mipmap)으로 구성한다.그리고 최종으
로 폴리곤을 기술할 때 텍스처 좌표를 설정해준다.

여기서 밉맵이란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해상도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나중에
물체에 맵을 붙일 때 해당하는 해상도의 이미지를 쉽게 얻도록 하는 것이다.예
를 들어 아주 멀리 있어서 점 하나로 표현되는 물체는 미리 만들어진 가장 낮은
해상도의 밉맵을 사용하면 되고,각각의 거리에 따라 그것에 맞는 밉맵을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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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붙일 수 있게 된다.

333...222 입입입체체체 영영영상상상 소소소프프프트트트웨웨웨어어어 개개개발발발

터미널 환경과 각각의 장비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영상 소프트웨어는 Visual
C++6.0등의 tool을 사용할 수 있는데 QC,TC,YT,Truck,AGV 등의 장비
Object를 동적으로 생성 및 제거 할 수 있는 모듈이 포함되어야 하며,Multigen
Creator로 제작된 3차원 모델은 무엇이든지 컴퓨터 그래픽으로의 표현이 가능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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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333VVVRRRSSSyyysssttteeemmm SSSeeeqqquuueeennnccceeeDDDiiiaaagggrrraaammm

333...222...444VVVRRRSSSyyysssttteeemmm AAAccctttiiivvviiitttyyyDDDiiiaaagggrrraaa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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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666VVVRRR(((VVViiirrrtttuuuaaalllRRReeeaaallliiitttyyy)))영영영상상상 소소소프프프트트트웨웨웨어어어의의의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성성성

그림 133차원 VR영상 시스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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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영상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의 화면 구성은 그림과 같으며 아래 각 구성들
이 포함될수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System InformationDisplay모듈 (그림 13의 1)
1-1)CraneOn/OffMode:HoistUp/Down표시 LED
1-2)HoistMode:Hoist동작 여부 LED
1-3)TrolleyMode:Trolley동작 여부 LED
1-4)GantryMode:Gantry동작 여부 LED
1-5)HoistLocation:Hoist위치 표시
1-6)TrolleyLocation:Trolley위치 표시
1-7)GantryLocation:Gantry위치 표시
1-8)SpreaderLength20"/40":Spreader20/40FT 상태 표시
1-9)TwistLock/Unlock:TwistLock/Unlock상태 표시
1-10)TargetContainerInformation:대상 컨테이너의 정보 표시
1-11)외부 조종 인터페이스(Navigation):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추적
하여 3차원 영상(대상 터미널)의 어떠한 위치라도 날아다니듯 이동할 수
있는 기능
1-12)작업 VR영상의 동영상 파일 저장 모듈 :작업 3차원 영상을 디지
털 동영상 파일로 저장,녹화하여 작업 과정의 개선점 도출 및 평가에 이
용
1-13)HMD가 적용되는 VR영상 선택 모듈 :HMD가 적용되는 영상을
TopView VR영상(그림13의 2)과 EquipmentView VR영상(그림13의
3)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

2)TopView VR영상 (그림13의 2):터미널 전체 또는 일정 영역 3D디
스플레이
3)EquipmentView VR영상 (그림13의 2):대상 장비의 동작 상태 3D
디스플레이 (그림13의 3)
4)TCP/IPNetworkStatusBar(그림13의 4):C3IT와 3DVR,SCS와
3DVRSystem 간의 네트웍 연결 상태 디스플레이

333...222...777대대대상상상 터터터미미미널널널 333차차차원원원 모모모델델델링링링

실제 대상 장비를 3DGraphic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실제와 동일한 크기,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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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작하기 위하여,캠코더를 사용하여 실제 장비를 촬영한 후,필요한 사진
을 추출한 후,이를 바탕으로 텍스쳐링 하였다.
3D 모델의 용량에 따라 시스템의 속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므로 모델의 용

량을 줄이면서 실제와 유사하도록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Multigen사의
MultigenCreator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그림 14YardTruck

그림 1520FT,40FT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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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Gate

그림 173000TEU Vessel

그림 18TransferCrane(좌),QuayCrane(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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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항항항만만만 관관관제제제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연연연구구구

444...111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모모모델델델링링링 및및및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베베베이이이스스스 설설설계계계

데이터 모델이란 조직 내의 실체,사건,활동 및 그들 관계에 관한 자료를 추
상적으로 기술한 것이다.따라서 데이터 모델링이란 자료 항목을 결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과정으로,분석가는 요구사항 분석 중에 확인된 사용자
뷰(View)를 가지고 출발하고 이들 자료를 정규화 한다.데이터 모델링의 출력은
각 사용자 뷰를 제 3의 정규형 형태로 표현한 테이블이다.데이터베이스에서 가
장 많이 사용하는 도출방식은 E-R모델(Entity-RelationshipModel)이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결과로 단순한 데이터 모델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보편성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엔터프라이즈(Enterprise)데이터 모델링
과 객체 지향적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선 개념적/논리적/물리적 설계 방법,
Non-stop3rdNF 정규화 방법,미시적인 데이터 설계,데이터 마이닝(Mining)
기법이 필수적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설계란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할 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 설계도면을 개념적 데이터 모델
또는 개념 스키마(Schema)라고 한다.개념적 설계의 목적은 최종 사용자가 필요
로 하는 내용을 시스템의 특성에 독립적이고 여러 시스템에서 수행가능하며 사
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설계 작업은 반복이 불가피하므로 초기에 분석을 정확하게 하여 중복 작업을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더불어 완벽한 참조 무결성과 일관성 유지,시스템 성능
향상,데이터 재사용성 증대,시스템 확장성 증대,응답시간 최소화,데이터 중복
최소와,관리가 따라야 한다.

자료량과 패턴 분석 작업은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 완성된 후 검토하기로 한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의 추가 작업이다.자료량 분석은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해
야 할 각 논리적 엔티티(Entity)의 현재 및 미래의 수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특히,패턴 분석 작업은 계층이나 네트워크 DBMS(DataBaseManagement

System)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이를 잘 수행하여 관계형 DBMS에서도 특정
테이블(Table)의 경로가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보다 높은 성능
을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인덱스,클러스터링(집중화))을 실현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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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현실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를 결정하는 데이터 베이스 논리 설계를 수행한다.논리적 설계는 개념적 설
계와 처리요구사항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DBMS가 처리 가능한 스키마를 생성하
는 것이다.논리적 설계에서는 개념적 데이터모델을 특정 DBMS에 맞게 변환시
키게 된다.이를 위해 속성(Attribute)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성을 고려하여 관계
(Relation)를 작성하고 데이터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논리적 설계의 역할은 모든 이용 가능한 자료들,즉 자료의 양과 요구조건
및 제약조건 등에 관해 철저한 문서화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논리적
설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DBMS가 처리 가능한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작업으로,논리적 자료의 무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따
라서,특정 DBMS의 구조 및 기능에 따라 엔티티의 기본키 및 대체키의 무결성,
엔티티간 관계에 관한 운영규칙 및 애트리뷰트의 추가 운영규칙을 논리적 모델
에서도 설계하여 자료의 무결성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논리적 설계의 주요 입력 요소에는 DBMS에 독립적인 개념적 데이터 모델,
운영 요구 조건,자료량,용도,일관성 제약조건(무결성 확보 방법),DBMS의 특
성,그 외의 H/W를 포함한 작업환경 등이 있다.

상호 대립하는 요소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작업의 전반적
인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설계 접근 방법에는 하향식 접근 방법(엔티티
분석 방법),상향식 접근 방법(자료항목 합성 방법)등이 있는 데,여러 가지 접
근 절차와 방법론이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이용되므로,작업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정하여 합리적인 작업을 하도록 한다.또한,작업 중에 실제 상
황에 있어서 요구사항 분석을 지원할 자료사전 패키지를 사용하려면 개념적 설
계를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특
정 DBMS와 무관할 수가 없다.따라서,DBMS의 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고
려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관계 DBMS에서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와 물리적 데이터베이스간

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

데이터베이스(Database)는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로 분산 처리하였다.분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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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Client)응용프로그램은 데이터(Data)의 물리적 위치
에 관계없이 설계될 수 있고,단말기는 데이터 표현을 위해 최적화가 가능하며
서버(Server)는 데이터 처리와 저장을 위해 최적화 할 수 있다.향후의 확장을
고려하여 시스템이 커짐에 따라 여러 개의 서버를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 처리
부하를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 분산시킬 수 있으며,어떤 경우든 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램은 거의 수정하지 않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공유 데이터는 서버
에서 처리,저장되어 액세스(Access)가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사항과 결과만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므로 네트워
크 트래픽(Networktraffic)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9].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양적하 작업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일부를 도시
하였다.

No 컬럼명 컬럼ID Type 길이 Null 비고
1 모선코드 vsl_cd C 4 N PK
2 항차(입항년도) voyg_entr_yy C 4 N PK
3 항차(입항순번) Voyg_entr_no N 3 N PK
4 수신문서번호 baplie_srl_no C 6 N
5 선적항 load_port_cd C 5 N
6 양하항 disch_port_cd C 5 N
7 최종양하항 last_disch_port_cd C 5 Y
8 컨테이너번호 cntr_no C 11 N PK
9 컨테이너유형 cntr_type N 2 N
10 컨테이너식별자 cntr_size N 2 N
11 중량 wght N 4 Y
12 냉동온도 rf_cntr_tempr C 4 Y
13 봉인번호 seal_no N 15 Y
14 이선적구분 shft_work_type C 1 Y
15 위험물(IMDG)코드 dngr_imdg_cd C 2 Y
16 선내위치 vsl_loc C 6 Y

표 1양적하 작업 관리 관련 테이블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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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컬럼명 컬럼ID Type 길이 Null 비고
1 컨테이너번호 cntr_no C 11 N PK
2 반입일자/시각 in_datm D N PK
3 대리점코드 agent_cd C 4 N
4 선사(운영자)코드 optr_cd C 4 N
5 모선코드 vsl_cd C 4 N
6 항차(입항년도) voyg_entr_yy C 4 N
7 항차(입항순번) voyg_entr_no N 3 N
8 양하항 disch_port_cd C 5 N
9 적재항 load_port_cd C 5 N
10 봉인번호 seal_no C 15 Y
11 컨테이너 규격코드 cntr_discm C 4 N
12 컨테이너 유형 cntr_type C 2 N
13 컨테이너 크기 cntr_size C 2 N
14 컨테이너 높이 cntr_high C 2 N
15 중량등급 size_cls C 1 N
16 중량 wght N 3,1 N

표 2장치장 관리 관련 테이블 정의서 설계

그림 19메시지 플로우 차트(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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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 이이이벤벤벤트트트(((EEEvvveeennnttt)))및및및 메메메시시시지지지(((MMMeeessssssaaagggeee)))처처처리리리 시시시스스스템템템

본 과제에서 개발된 관제 시스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은 작업 상
황에 따라 미리 정의된 이벤트를 발생시키며,이 이벤트에 따르는 메시지를 이용
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이러한 메시지는 각 목적과 작업의 종류를 기준으
로 하여 크게 구분되어 정의되어 있으며,구분자(Delimiter)를 이용하며 메시지
헤더(Header)로 시작되는 일정한 형식을 갖는다.메시지 헤더는 정의된 이벤트의
ID로 구성된다.

관제 시스템 이벤트는 각 작업 영역에 따라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공통적
인 사항들은‘COMMON’그룹으로 분류되어 총 6가지로 크게 분류되며 주요 이벤
트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Group EventID Description

COMMON

C01 단말기접속상태지시(접속/해지/재접속)
C21 단말기접속요청(접속/해지/재접속)
C22 단말기접속현황목록요청
C23 장비 Stoppage요청

표 3공통 이벤트

Group EventID Description

GATE

G01 In-Gate차량도착지시 (도착/출발)
G11 작업지시
G21 작업지시요청
G22 작업목록요청

표 4게이트 작업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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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EventID Description

YARD

Y01 야드장비이동지시
Y11 작업지시(생성/갱신/취소/완료/복귀)
Y12 작업순서변경지시
Y21 작업요청(생성/갱신/취소/완료/복귀)
Y22 작업목록요청
Y23 컨테이너정보요청
Y24 YardBayPlan요청
Y31 다중작업요청
Y32 작업인덱스목록요청
Y34 YardBayPlan세부정보요청
Y36 야드장비위치전송

표 5장치장 작업 이벤트

Group EventID Description

QUAY

Q01 선박정보지시 (접안/시작/완료/이안)
Q11 작업지시
Q12 계획작업순서변경지시
Q21 작업요청
Q22 작업목록요청
Q23 컨테이너정보요청
Q24 VesselBayPlan요청
Q25 작업변경요청
Q31 다중작업요청 (계획작업순서변경)
Q32 작업인덱스목록요청
Q34 VesselBayPlan세부정보요청

표 6안벽 작업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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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EventID Description

TRACTOR

T01 차량 이동 지시
T11 차량 작업 지시
T21 작업 요청
T22 작업 목록 요청
T24 대기 차량 목록 요청

표 7차량(Tractor)작업 이벤트

Event
ID

Item Description

Y11 TC_NO
CNTR_NO
JOB_CD
BLOCK
BAY
ROW
TIER
SIZE_TYPE
WEIGHT

목적 위치로 이동 또는 작업 지시

야적장 위치 정보 :
BLOCK-BAY-ROW-TIER
컨테이너 번호 :CNTR_NO
작업 종류 :JOB_CD
컨테이너 세부 정보 : SIZE_TYPE,
WEIGHT

Y36 TC_NO
CNTR_NO
JOB_CD
BLOCK
BAY
ROW
TIER
TWIST_LOCK
SIZE_TYPE
WEIGHT
EQU_STATUS
STOPPAGE_CODE

장비의 현재 상태 및 위치 정보 보고

현재 위치 정보 :
BLOCK-BAY-ROW-TIER
컨테이너 번호 :CNTR_NO
작업 종류 :JOB_CD
컨테이너 세부 정보 : SIZE_TYPE,
WEIGHT
스프레더 상태 :TWIST_LOCK

표 8이벤트(Event)에 따르는 메시지의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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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 모모모니니니터터터링링링 시시시스스스템템템

모니터링 시스템은 3계층 구조(3TierArchitecture)의 명확한 분산 환경 비
즈니스 시스템의 설계를 기준으로 한다.운영 업무 계획의 핵심 로직인 선적 계
획 프로그램,야드 배정 계획,자원 배정 계획은 3계층 구조에서 사용자 프로그
램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중간 계층인 '미들웨어(Middleware)'에 포함된
다.이 미들웨어 층은 트랜잭션,가용성 증대 등을 담당하여 사용자 애플리케이
션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버(Application
server)’라고 부른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 미들웨어 계층의 실시간 정보를 사용자에게 신속,정확
하게 전달하며,사용자와의 인터페이싱(Interfacing)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표현
계층(PresentationLayer)에 해당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안정성 및 성능의 보장,트랜잭션의 무결성 지원 및 트랜

잭션 관리,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미들웨어에 의해 지원 받으며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목표를 둔다.모니터링 시스템은 단말기 등에 의해 변경된
데이터의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표현하고 시스템 아키텍쳐(Architecture)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0모니터링 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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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모니터링 시스템 클래스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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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111게게게이이이트트트(((GGGaaattteee)))모모모니니니터터터링링링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게이트(Gate)에서 실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의 모니터링 하도록 설계 및 구현
하였으며,모니터링 가능한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각 Gate별 현재작업상황 (차량의 In/Out/Problem 상태와 연관정보 상황)
-선박 항차별 COPINO및 반출/입 처리현황
-터미널 내에 있는 차량현황
-ICP(InterChangePoint)현황
-블록별 반출/입 작업지시 현황
-반출/입별 시간당 처리 현황
-예약된 컨테이너의 선박항차별 반출/입 현황
-반출/입 관련 야드 작업현황
-GateAutomation장비의 상태
-필터링을 통한 미착 컨테이너 현황

그림 22게이트 모니터링 시스템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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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222장장장치치치장장장(((YYYaaarrrddd)))모모모니니니터터터링링링 시시시스스스템템템

대상 터미널을 정의(Define)하여 장치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설계 및 구현 되었으며 모니터링 가능한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장비의 현재 위치 및 작업상태
-전체 작업지시 현황 (반입/반출/양하/적하/이적반입/이적반출 등)
-적재상태 색상구분 (선사별/모선항차별/POD별/CargoType별 적재현황)
-작업상태 색상구분 (Class/작업코드/장비설정/지연시간별)
-블록별 장비배치 및 작업 지시 현황
-모선항차별 작업지시 현황
-장비별 작업지시 현황
-각 Block별 상세 상황도
-각 Bay별 상세 상황도
-장비별 작업지시 상세 정보
-예약된 작업정보
-이상작업 조회 및 지연작업 현황
-직반출입 컨테이너 리스트
-Yard작업과 관련된 Gate와 QuaySide작업정보
-컨테이너 정보 상세조회

그림 23장치장 모니터링 시스템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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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베이(Bay)적재 상황 조회 그림 25블록 적재 상황 조회

단위 프로세스 명 주요 처리 설명
작업 모니터링 장비별 작업 상황 및 실시간 위치 파악

-작업별 진행중인 작업 정보 표시
-장비의 현재 위치 시간 표시

장비별 작업 진행 시간 추정
-작업별 소요 시간 표시

장비별 작업 생산성 표시
-작업별 시간당 처리 물량 표시

작업 위치 정보 실시간 표시
야적장 컨테이너 적재 정보 조회
-작업별 시간당 처리 물량 표시

컨테이너 종류별 적재 물량 표시

예외 사항 처리 발생 내역에 대해 종합 운영 관제 시스템에 작업 전송
통합 관제 시스템에서 수신 받은 처리 결과 수행

표 9장치장 작업 모니터링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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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333안안안벽벽벽(((QQQuuuaaayyy)))모모모니니니터터터링링링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안벽 모니터링 시스템은 안벽(Quay-side)에서 실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모
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되었으며 모니터링 가능한 정보의 종류는 다
음과 같다.

-장비 및 선박별 작업현황
-장비별 작업지시 상세정보
-선박의 베이별 상세 정보 및 작업지시 상세정보
(CntrNo,작업Code,작업순번,본선위치,완료여부,야드위치,SzTp,POD,

FE)
-작업 QC의 현황
-선박 정보 (모선항차/UserVoyage,ATB,ETD,LOA,DeckBitt,할당된
GC수,할당된 ATC수,양/적하 작업량,작업예상시간 및 실제경과시간)
-선석정 보
-QC작업과 관련된 Yard작업정보
(Yard-Ship모니터링:Bay당 적하컨테이너의 야드위치)

-각종 작업현황 집계
-장비별 작업생산성 집계
-CallingSchedule관리
-일반 BayPlan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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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안벽 모니터링 시스템 메인 화면

1.Berth(선석)
2.Berth(BirdEye'sView )
3.GantryCraneWorkingSequence
4.VesselInformation
5.GantryCraneWorking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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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프로세스 명 주요 처리 설명
작업 모니터링 양/적하 작업 운영에 대한 작업 일정 관리

-작업 진행에 따른 작업 진행율 조회
-소요 자원 배정 계획 대비 배정된 장비의 가동

상태 비교 분석
필요시 양/적하 작업의 계획 조정 및 내역 표시
-장비 할당 조정,작업 시간 조정

양/적하 작업 진행 상황 표시
-작업 계획 대비 작업 진행율 산정

장치장 작업 진행 상황 표시
- 양/적하 작업 순서에 의거 장치장 작업 진행율

산정
예상 작업 완료 시간 산출 (모선 ETD대비)
-사전 계획 대비 작업 진행율을 통해 산출

배정 GC별 작업 가동 현황 산출
-장비별 작업 가동율 산정

예외 사항 처리 작업 등록 관리 프로세스에서 등록된 예외 사항 연계
처리
통합 관제 시스템에 작업 전송 후 수신 받은 처리 결
과 수행

표 10양적하 작업 모니터링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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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안벽 모니터링 제너럴 베이 플랜(Generalbayplan)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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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 문문문제제제(((PPPrrrooobbbllleeemmm)))처처처리리리 시시시스스스템템템

444...444...111문문문제제제(((PPPrrrooobbbllleeemmm)))정정정의의의 및및및 해해해결결결(((SSSooolllvvviiinnnggg)))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처리하고 최대한 자동으로 해
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열하고,해당 문제를
정량화 하여 정의한다.이렇게 정의된 문제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해결 방법을 정
하되,각 방법의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결정하게하고 해당 해결 방
법은 전문가 시스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정의된 문제의 해법에 따라서 문제를 처리하며,해당 문제 처리결과는 지식

자료로써 축적하고 이 자료에 따라 문제를 재정의 하거나 해결 방법을 보완함으
로써 전문가 시스템을 개선 발전시킨다.

444...444...222정정정의의의된된된 문문문제제제 및및및 해해해법법법

문제정의 문제해법
특정 블록에 작업 집중 작업이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함
장치장 수용 한계 초과 일시적으로 차량 진입을 허용하지 않음
현재 베이에 공간이 부족 다른 베이로 remarshalling작업 생성
차량이 장시간 대기 정기적으로 통제실 및 작업자에게 경고 메시지

출력

표 11장치장(Yard)문제 정의 및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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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의 문제해법
정보 미수신 또는 부재 차량은 오퍼레이터의 입력을 대기하도록 함
장치장 미할당 Random Grounding을 이용 혹은 반입 오류 발생
수출 컨테이너 모선 출항 차량은 오퍼레이터의 입력을 대기하도록 함
반출할 불가 컨테이너
요청

하주/운송사,담당자에게 오류사항 알림

반출빈 컨테이너 변경
요청

사용자 선택 혹은 동일 속성 근거리에서 자동
선택

표 12게이트(Gate)문제 정의 및 해법

문제정의 문제해법
접안 방향이 잘못된
경우

자동으로 또는 사용자 입력을 통해
재계획

접안 선석 변경 야드계획 재작성 및 Remarshalling
직반입 컨테이너
미도착

본선 적하 작업 순서를 변경

GC간의 간섭 현상
발생

장비 작업 순서를 변경

컨테이너 작업 순서
오류

작업 순서 변경 /대기 혹은 일단 하차
지시

표 13안벽(Quay-side)문제 정의 및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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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통통통합합합 관관관제제제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성성성

555...111 통통통합합합 관관관제제제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성성성

운영 통제 시스템 상세 설계를 위하여 장치장,게이트,양/적하 업무에 관련
된 각 하부 시스템의 개요,기능 및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업무 프로세
스 전략 설계 및 시스템 개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동화 터미널
내부의 운영통제 시스템의 전체적 주요 개념 설계를 수행한 후 이를 토대로 각
하부 시스템별 상세 기능 사양서와 구현을 위한 클래스 상세 설계를 수행하고
구현한다.

원격 관제 시스템 서버의 전체 구성은 역할에 따라 6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된다.이 구성은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는 다른 논리적인 구성도이며 실제
프로그램의 한 모듈이 논리적인 구성의 몇 가지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되고,각
논리적인 영역 또한 실제 프로그램 몇 가지의 모듈들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8원격 관제 시스템 서버 구성
실제 프로그램은 EJB 기반으로 구현되어 WAS(WebApplicationServer)에

서 구동되며, “Control”, “Datamodel”, “Procmodel”, “Entity”, “Session”,
“Startup”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Control”부는 세부적으로 “autoshift”,“equipment”,“ydefine”,“yplan”으로

나뉜다. “autoshift”는 오토 쉬프팅(Auto Shifting)을 담당하는 모듈이다.
"equipment","ydefine"과 "yplan"은 각각 장비 객체들,장치장 정의(YardDe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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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객체들,플랜(Plan)을 위한 객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비즈니스 로직
부에서 사용한다.
"Datamodel"은 데이터 교환을 위해 사용하는 클래스의 집합이고,“Entity”와

“Session”은 EJB빈 관련 모듈(Module)부 이다.EJB는 세션 빈과 엔터티 빈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세션 빈은 비즈니스 로직 부분을 담당하고 엔터티 빈은 데이
터베이스 관련 부분을 담당한다.단말기 부에서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서 접근하
지 않고,서버에 작업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작업을 처
리한 후,결과가 반영된 메시지를 구성해서 단말기에 반환시켜준다.
“Startup”은 “memdata”,“msgbroker”로 나뉘는 데,“memdata”는 메모리 데

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고 “msgbroker”는 메시지 브로커 관련 모듈 부분이
다.메시지 브로커는 클라이언트와의 소켓 연결 및 메시지 관리 작업을 처리한
다.게이트,QC(Tally),TC와 같은 각 클라이언트에서 작업 요청을 하면 메시지
브로커에서 각각의 소켓을 생성해서 관리하며,필요한 세션 빈을 호출한다.클라
이언트들이 각 작업 단위로 서버에 보내온 메시지는 미리 정의된 메시지 포맷에
따라 메시지 헤드로 구분해서 세션 빈에서 해당 함수를 호출한다.

그림 29서버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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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통합 운영 시스템 전체 구성

그림 30구성요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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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22 GGGPPPSSS와와와 가가가상상상현현현실실실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인인인터터터페페페이이이스스스

각 장비에 부착된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되는 GPS 위치 정보들을 수신하는
GPS Server 프로그램과 가상 현실 시스템 사이에는 메모리 공유 기법
(SCRAMNet)을 이용하여 실시간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SCRAMNet(SharedCommonRAM Network)은 네트웍간의 복잡함을 공유

메모리(Sharedmemory)간의 네트워크 구현이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네트워크에
서 메시지를 주고받듯이 각각의 컴퓨터에 연결한다.각 카드는 아래와 같은
SerialRing구조를 통해 서로간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 발
생하는 시간 지연,프로토콜간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8].

그림 32SCRAMNetShared-MemoryArchitecture

5

그림 33SCRAMNetPCI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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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단위 시스템 구성 관계

GPSServer는 기준국의 GPS장비로부터 수신된 위성 신호를 RTCM Server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이동국의 GPS장비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GPSRover로부
터 정보를 받아서,현재 이동국 GPS가 장착된 장비의 위성 좌표를 터미널 좌표
로 변환하고,변환된 상대 좌표를 3D VRMonitoring및 2D Monitoring시스템
에 실시간 장비의 위치를 송부 한다.

555...333 통통통합합합 시시시험험험

통합 원격 관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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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기 위하여 게이트,장치장,안벽별로 시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번호 테스트케이스 기준치/예상 결과치 결과 비고

1 MainScreen

선석 접안 상태 표시
-모선,GC위치

선박 작업 진행 그래프
-Hatch및 Hold/Deck기준
-양적하 작업 개수 표시

표시 중인 선박의 기본 정보
-모선 접안,예상 이완 시간
-양하/적하 작업 개수
-시간당 작업 생산성

GC별 작업 상태 표시
-작업 중인Bayplan정보
-GC별 양하/적하 작업 개수
-GC별 시간당 작업 생산성
-작업 목록

정상

2 GeneralBayPlan선박의 양하 정보 및 적하 정보 표시
Hatch기준의 Bayplan정보

정상

3 ShipBayView
선박의 양하 정보 및 적하 정보 표시
Bayplan정보
작업 목록

정상

4 ControlJobs 작업 생성,변경,취소,완료 정상
5 BerthArea GC작업 위치 및 영역

전체 양하/적하 개수
정상

6 Allocated Gantry
Crane

작업중인 GC표시
현재 작업중인 Slot깜박임
GC당 DS
GC당 LD
GC당 V/H

정상

7 G/CInformation
GC별 작업 생산성
작업 중단 사유
작업 진행 생산성 그래프

정상

표 14본선부 시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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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테스트케이스 기준치/예상 결과치 결과 비고

1 MainScreen

장치장 Block정보 표시
-20'ft,40'ft구별 표시
-장비 위치 표시
-반출입 물량 표시
-실시간 데이터 갱신
-대기 작업 표시

정상

2 Block Stacking
View

BayorRow View
Lock/Unlock:
Lock된 Bay에 Positioning불가

Use:Bay별 용도
MaxAxis(Bay-Row-Tier)
통계

정상

3 Bay Stacking
View

BayorRow View
Right/LeftSideList
DuplicatedList
LocationChange
OrderTo
Shifting:(ShiftingPlanList참조)

정상

4 ControlJobs 장비 기준에 작업 목록 표시
작업 생성,변경,갱신,완료

정상

5 Shifting Plan
List

컨테이너 조회 정보로부터 취함
SortByFrom Position
Area(To)
YardCrane(From)
YardTractor
YardCrane(From)
Delete
Send
Immediately
JobOrder

정상

6 Equipm ent
Status

LogOn표시
작업 정보 표시
작업 개수 표시

정상

표 15장치장 부 시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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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테스트케이스 기준치/예상 결과치 결과 비고

1 MainScreen

Gate상태 정보 표시
-Gate사용 여부
-Gate별 처리 물량

작업 종류별 처리 표
반출입별,시간당 작업 처리 수 그래프
게이트 작업 목록
-반입 작업중인 목록
-반출 작업중인 목록

COPINO정보 목록
-반입 COPINO목록
-반출 COPINO목록

정상

2 ControlJobs 게이트 작업 취소 정상

표 16게이트 부 시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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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본 논문에서는 GPS와 몰입형 가상 현실 시스템을 이용한 항만용 관제 시스
템의 개발을 목표로 연구되었으며,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GPS시스템을 구현하
여 관제 시스템의 하부 시스템으로 수용하고 가상 현실 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니
터링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았다.

1차적으로 통합 관제 시스템,GPS위치 인식 시스템,가상 현실 시스템의 영
상부의설계를 위하여 컨테이너 터미널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장치장 시설의
비주얼(Visual)데이터베이스 및 이를 제어하기 위한 3D 영상 처리 로직을 설계
하였고, 또한 관제 시스템의 하부 시스템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에서는
GUI(GraphicUserInterface)를 강화하여 운영의 편의성,사용자 입력 요구 및
선택 사항의 최소화를 추구하고 운영 환경의 변화와 확장에 좀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현하였다.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가상 현실 시스템 영상부의 3D 모델링 및 입체 영상
처리 로직을 구현하여 영상 발생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전체 시스템을 통합,테스
트하기 위하여 각 하부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시험을 수행하였고 GPS시스템
을 통하여 각 장비들의 위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를 가상 현실 시스템 및 관제 시스템 서버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각 장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였다.

시험 결과 몰입형 가상 현실 시스템을 이용한 모니터링은 마치 현장에서 터미
널을 전체적으로 관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였고,GPS를 이용한 위치정
보시스템은 터미널 내 각종 장비의 위치를 신뢰할 수 있는 범위의 오차 내에서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였다.이는 기존의 관제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주요 문
제점들 즉,
첫째,컨트롤센터에서 터미널 프로세스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리소스들을 전
체적으로,그리고 실시간으로 관제하기 어려운 점
두 번째,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력의존적인
작업 등을 해결할 수 있어 그동안 첨단 정보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
이 낙후된 항만 관제 시스템 분야에서 보다 진보된 형태의 관제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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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모든 테스트들을 실제 작업이 이
루어지는 터미널 내에서 실시하지 못해 실제 터미널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예
상치 못한 발생변수들을 포함 시키지 못했다는 점인데 향후 추가 연구 시는 각
단위별 시스템을 실제 터미널 현장과 같은 좀더 가혹한 환경 하에서의 현장 실
험을 보완하고 터미널 운영시스템에서 관제에 관련된 모듈을 더욱 특화시켜 업
그레이드 시켜 첨단 정보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낙후된 항만 관제
시스템 분야에서 진보된 시스템의 완성은 물론 높은 생산성을 창출함으로써 국
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항만 산업 분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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