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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천공 치 안내 시스템은 천공작업 Hole의 정확한 치를 추 하는 시스템이다. 천공작업의 정확성과 

안정성, 그리고 장비 조작의 용이성을 하여 범지구 성 항법 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을 이용하여 지표면의 천공 치를 찾아주는 안내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 다.

(그림 1) 천공 치 안내시스템 실행 화면

1. 서론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 큰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응용 서비스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장비 산업분야에서는 안

정성과  정확성, 그리고 장비 조작의 용이성을 하여 많

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에서 천공기의 자동화 시

스템을 해 기본이 되는 천공 치 안내시스템을 개발하

다.

   천공 치 안내를 해 범지구 성 항법 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을 사용하여 천공기의 

리그 치를 추 하여 좌표를 얻어내었다. 여기서 얻어진 

천공기 리그의 좌표와 목표지 의 좌표를 지도에 표시하여 

안내하여주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 다. 다음지도 

API를 사용한 성지도, DXF 수치지도를 이용한 정 지

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 주었다.

2. 범지구 성 항법 시스템 기반의 천공 치 안내

   범지구 성 항법 시스템은 인공 성을 이용해 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 수신자가 지구에서 인공

성을 통해 수신자의 치(경도와 도), 주변 지도 등의 정

보를 송받고 목 지로 가는 쉬운 경로 따 를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이다. 성에서 발신된 를 수신

기에서 수신하여 성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여 수신기의 

치를 결정한다.[1]

   천공 치는 센치미터(cm) 수 의 정 도로 수행해야한

다. 이를 해 실시간 이동 측 (Real Time Kinematic, 

RTK)를 사용하 다. 실시간 이동 측 란 성기 과 같

이 이미 정 한 치 값을 알고 있는 기 국의 GNSS 데

이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센치미터  정 도의 좌표 값

을 보정하여 주는 GNSS Positioning 기법이다. 하지만 기

국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 도가 하되는 단 을 가

지고 있는데, 네트워크 모델링을 통하여 이동국 인근 임의

의 치에서 측된 것과 같은 가상기 (Vertual 

Reference Station, VRS)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 도를 

높여  수 있다.

   수신기로부터 받아오는 치정보는 NMEA 로토콜의 

GGA데이터로 되어있다. GGA의 좌표 정보는 도

(Latitude), 경도(Longitude)로 되어있는데 DXF 수치지도

에서 사용하기 해서는 TM좌표로 변환이 필요하다. 좌표 

데이터 변환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변환공식을 

사용하 다.[2] 이 게 얻어진 TM좌표로 DXF 수치지도에  

표시하여 재 안테나의 치정보를 수치지도뷰어를 통하

여 확인할 수 있으며 목표지 과의 거리도 확인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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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리그가 지표면에서 기울어졌을 경우

(그림 4) 정확도 측정을 한 GNSS 설치

(그림 5) a간격의 타겟들 생성

(그림 2) GNSS 안테나 치

3. 천공기 리그 치 좌표 계산

   천공기의 리그 치를 추 하기 하여 리그의 상단부

에 GNSS 수신기의 안테나를 설치하 다. 수직 천공작업을 

기 으로 시스템을 설계하 고, 리그가 지표면과 수직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안테나의 치가 리그의 치가 된

다.

   리그의 수직을 잡아주기 하여 리그의 자세 제어 시스

템(Rig Controller System, RCS) 개발이 별도로 진행되었

고, 이 시스템은 기울기 센서(2축)를 기반으로 동작을 한

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울기 센서의 기울기 정보()와 

미리 알고 있는 리그의 길이 정보(L)를 통하여 수직이 아

닌 경우에도 계산을 통하여 좌표 편차(Δx, Δy)를 구해 천

공기의 리그의 지표면의 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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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정확도 실험

   리그가 수직인 경우에 하여 좌표의 정확도를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을 해 GNSS 설치 를 제작하 다.

   실험은 일정간격(100cm)의 타겟을 생성하고 타겟의 좌

표와 리그의 좌표가 일치할 때, 리그의 치를 바닥에 표

시하여 모든 타겟을 표시한 후에 타겟들 간의 거리를 측정

하여 정확도를 측정하 다. (±1 cm 이내에 들어오면 일치

하도록 시스템을 설정)

5. 실험 결과

   측정 결과 약 ±2 cm 정도의 오차를 보 다. 이는 용

장비에서 요구하는 정확도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사람

들이 직  천공 치를 측정하는 작업 없이 좌표값 입력만

으로 천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며, 리그의 자세 제

어 시스템과 연계 개발해 나가면 자동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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