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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안선  해안지형은 지진활동  화산활동 등으로 인해 해양의 지형은 때때로 변화한다. 때문에 해

양 선박 경로에는 많은 지형 변화와 기상 조건 등에 의해 큰 험이 존재한다. 선박들은 이런 험을 

방지 는 책마련을 하여 많은 장비를 탑재하여 항해의 안 을 도모한다. 형 선박의 경우 AIS 
장비 등의 도움으로 항해사의 요한 업무를 보조하고, 주변 상황 인지를 통해 험요소를 최 한 억

제하게 된다. 하지만 형 선박은 AIS 등과 같은 형 장비의 탑재가 가능한 반면, 해양 근해만을 항

해하게 되는 소형 선박의 경우 고가의 장비를 탑재하기 한 비용, 공간의 제약의 부담이 있다. 이 때

문에, 모바일 시스템 이용하여 항해지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면 비용과 공간의 제약을 크

게 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시스템 이용하여 해양선박의 항해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도 서

비스  기상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 를 마련하 다.

1. 서론

최근 많은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출시되고 빠른 속도로 

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에 련하여서도 소형 디

바이스에 많은 심을 가지기 시작하 다. 해양에서도 

Wi-Fi 혹은 3G망에 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해 해안가

에 있는 등 마다 통신사별로 설치를 완료하여, 한민국 

근해에서도 네트워크 속이 용이하다[1]. 

의 조건을 바탕으로 비용과 공간 등과 같은 요소들로 

인하여 AIS 등과 같은 장비를 탑재하지 못하는 소형선박

에 모바일 시스템을 탑재하여, 장비 탑재의 부담을 이고 

, 실시간 기상 정보 혹은 비상사태에 응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해보았다.

2. 본론

2.1 개요

지도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에서 구  한다는 것은 리소

스 리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지도를 표 하기 

한 shape 일 혹은 자해도(ENC 데이터)를 그 로 모

바일에 올려서 제작하기에는 장공간, 그리고 일 근 

시간 등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때문에 지도를 표 하기 

한 정보 일 내용  지도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며, 추가로 구 에 필요한 feature 

catalogue, attribute catalogue, color table, presentation 

librari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속성 정보들을 가벼운 모

바일 데이터 베이스 이용하여 사용하도록 하 다.[2]

그리고 지도 서비스의 경우 많은 이어 뿐만 아니라 

많은 축척으로 표  되어야 한다. 많은 축척에 하여 지

형을 표 하는 경우, 항상 같은 양의 지형데이터를 사용하

게 되면 데이터 표 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혹은 실지형

과의 오차가 심한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를들어, 1:10000

의 축척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1:100의 축척에서 보여지

게 되는 경우 불필요한 정보 표 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

로 1:100의 축척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의 경우 1:10000의 

축척에서 사용되는 경우, 표  데이터에 있어서 많은 데이

터가 생략되어 실제 지형과의 오차가 아주 커지게 되어 

지도 서비스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 이어 축척에 따라 합한 지형 데이터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퍼포먼스의 향상을 가져왔다. 

지도 데이터에서 각각의 개체마다 MBR（Minimum 

Bounding Rectangle）의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와 재 

화면상에 보이는 지도의 MBR과의 매칭을 하여서, 화면에 

뿌려질 개체의 정보를 가져오도록 구 되었다. 이 지도 데

이터 검색 부분은 packing R-Tree를 이용[3]하여 index과 

data형태로서 분리되어 구 되어있으며, index에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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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화면MBR과 지도개체MBR

(그림 2) Clipping 역 지정

(그림 3) Clipping 처리후 지도개체의 형태

(그림 4) 실행 화면

MBR과 지도개체의 MBR을 이용하여 data의 index를 찾

아내어 data에서 indexing된 정보를 통하여 표 되어야 

할 데이터들을 가져와 화면에 표출하게 된다. 

2.2 구

 본 연구를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구 을 하 다.

(그림 1)과 같이 화면 MBR내부에 지도 데이터의 MBR

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화면 MBR이외의 부

분에서는 그리지 않아도 표 되는 데이터에는 변화가 없

다. 때문에 데이터의 코드를 이용하여 화면 2차원 평면에

서의 직선 클리핑 방식을 용하 다.

(그림 2)와 같이 Clipping 역 설정 방법[4]은 의 화

면이외의 부분을 총 8개의 역으로 나 어 (그림 1)에서 

지도화면 외부의 데이터를 정리하게 된다. 

(그림 3)과 (그림 4)는 Clipping 처리 후의 데이터와 안

드로이드 응용 로그램의 실행화면을 제공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모바일 기기의 장

으로 3G 혹은 Wi-Fi의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하여 소형 

선박의 치, 이동 경로 등 그리고 선박이 지정한 이동 경

로 등을 선박 제 시스템을 통하여 근해에 운행 인 선

박들을 제 할 수 있게 진행 할 것이다.

한 실시간 기상정보와 함께 항로에 한 평가[5]와 

된 항해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박의 주요 경로 

등을 학습하여, 선박의 험감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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