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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계류장의 운동측정 장치 개발과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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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바람이나 도에 의해서 요트 계류장과 요트 사이 는 요트 계류장과 계류장 사이에는 충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충격으로 

인하여 계류장 는 요트가 손되거나 복된다. 특히, 방 제 없이 외해에 설치한 요트 계류장은 이러한 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

어 이에 한 책이 시 한 실정이다. 논문에서는 요트 계류장의 롤링, 히 , 핏칭 등의 운동을 측정하기 한 하드웨어의 구축과 

평가에 해서 기술하 다. 하드웨어는 MEMS 기반 자이로와 가속도계 등의 성 센서를 내장한 반도체 센서 SD746을 이용하여 

구축하 고, 구축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소형 요트 계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동을 수작업으로 생성하여 측정  평가하 다. 

실험결과 x-축, y-축, z-축 등 3축 가속도와 3축 각속도 측정이 가능하여 요트 계류장의 운동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함을 알았다. 본 

연구는 추후 요트 계류장의 기상태를 평가하고 통보하기 한 시스템 구축에 이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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