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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에서 값비싼 장비를 이용하지 않아도 재 자신의 치를 알고 싶을 때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자신의 치를 확인할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입력받은 

GPS센서(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성항법장치)의 신호를 용하여서 구 맵

에 표시하여서 자신의 치  경로를 알 수 있다.

1. 서론

  사회의 정보화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면서 많

은 기술들이 생겨나고 변화하면서 직 인 실생활에서 

용된 기술들이 생겨났다. 1970년  후반부터 미국 국방성

에서 군사목 으로만 사용되었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성항법장치)가 민간 부분에서 본격 으로 사용되

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GPS정 도를 제한하기 해 도입

했던 SA(Selective Availability, 선택  유용성)를 해제한 

2000년  부터이다. 이를 통해서 수십 미터의 오차가 나던 

민간 치 정보의 정 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자동차 네비

게이션과 같은 민간 항법 장치가 본격 으로 발달하게 되

었다. 재 GPS는  세계에 무료로 개방되어 많은 국가

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 과거 단순한 휴 화기역할을 해왔던 휴 폰이 

재는 PC와 같은 기능을 하는 휴 화기인 스마트폰이라

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있

다. 스마트폰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라는 

의 개인용 휴  기기의 발  형태로 PDA의 휴 폰을 닮

은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를 닮은 휴 폰이라는 형태로 

화되는데 핵심 인 역할을 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기술을 목 시켜서 값비싼 자장

비를 이용하지 않고 재 치  항로를 설정하여서 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목 이 있다.

2. 련연구

2.1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성항법장치)

 GPS의 치정보는 지구 궤도 상공에 올려진 24개의 인

공 성을 이용하여서 지상의 어느 지 이든 GPS수신기로 

그림1과 같이 3개 이상의 성으로부터 정확한 시간과 거

리를 측정하여 3개의 각각 다른 거리를 삼각방법에 따라

서  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나침반과 달리 성항법시스템은 도, 경도, 고도의 

치뿐만 아니라 3차원의 속도정보와 함께 정확한 시간까지 

얻을 수 있다. 치 정확도는 수평, 수직 오차가 10～15m

정도이며 속도측정 정확도는 당3cm이다. 한 인공 성

에는 3개의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어 3만 6000년에 1

만의 오차를 갖는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2 스마트폰의 OS: Android OS (Application)

 미국의 구 에서 만든 스마트폰용 운 체제로서 iOS와 

모바일 도우등과 함께 스마트폰의 운 체제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 안드로이드 운 체제의 특징은 어느 스마트폰 제조사

든 자가 제품에 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시스템’이라

는 이다. 때문에 재 여러 제조사에서 다양한 모델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 

 이는 안드로이드 운 체제의 장 과도 연결된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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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서 다룰 만큼 개방형 시스템이다 보니 자체 지원

하는 일 형식이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용 연결 로그

램이 따로 필요가 없어서, USB(Univeral Serial Bus) 외

장 하드디스크처럼, USB 이블로 어느 컴퓨터에든 자유

롭게 연결하여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성은 단 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운 체제를 새로 업데이트할 때마다 각 제조사 제품에 즉

시 용되지 못한다는  등이 이러하다. 이로 인해 사용

자에게 커다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만큼의 제조사

의 수익에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3. 안드로이드 선박 치  경로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2.와 같은 과정으로 

GPS를 수신하여서 치  경로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한

다.

그림 2. GPS를 이용한 치정보 수신

 이아웃에 텍스트뷰와 버튼을 구성하며, 텍스트뷰에는 

GPS에서 받아 온 도(Latitude)와 경도(Longitude)를 디

스 이 한다. 그 외에 선택 으로 고도(Altitude), 속도

(Speed)를 넣을 수 있지만 생략하 다.

 GPS와 같은 부가 장치는 동작에 오류가 생기는 등 응답

이 제한 일 수 있으므로 메인 액티비티에서 근하지 않

는 것이 좋다. 따라서 치 정보에 근하는 기능은 백그

라운드 스 드로 만들고 이 스 드로부터 정보를 받아 메

인 액티비티에서 처리해야 한다.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보면 크게 서비스와 메인 액티비

티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를 정보를 얻기 해서 먼  GPSLocationService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치 리자에서 보내주는 치를 수신

한다.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는 서비스에서 재 송해 주는 

치 정보를 로드캐스트 수신자(GPSLocationReceiver)로 

받아 메인 화면에 디스 이한다.

 그림 3. 시스템에서 GPS 구  동작

 그림3.은 그림2.의 시스템 내에서 GPS를 수신 처리 과정

을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GPS수신은 스마트폰 내에서 

력소모가 많기에 평소에는 꺼놓는 기능으로서 On/Off의 

여부를 확인하고 성으로부터의 GPS신호를 수신하고 디

스 이하여 재의 좌표를 수신, 이후로 경로를 탐색하

고자 할 때 경로를 탐색하여서 재 치로부터 도착 치

까지 계속 으로 GPS신호를 수신하여서 스마트폰에 디스

이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동작 화면은 그림 4.와 같

다.

  (a)시스템 메인 화면   (b)GPS좌표수신 화면

  (c)지도출력화면   (d)지도에경로출력화면

 그림 4. 구 된 시스템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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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a)는 시스템의 메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b)는 GPS로부터 수신받은 좌표를 텍스뷰로 출력해주고 

있다. 그림4.(c)는 GPS로 수신받은 좌표를 구 맵에 재 

치를 표시하 다. 그림4.(d)는 재 치로부터 목 지

까지의 좌표를 표시하 다.

4. 결론

 본 논문은 GPS를 이용하여서 특별한 값비싼 용장비가 

아닌 평소 휴 하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서 

치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별도의 외부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재의 

치와 함께 경로를 표시하며 앞으로의 진행상황  진로

황을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은  GPS만 수신할 수 있는 지

역이면 어느 곳에서나 아주 효과 인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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