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Jigu-Mulli-wa-Mulli-Tamsa

Vol. 17, No. 3, 2014, p. 171~178 http://dx.doi.org/10.7582/GGE.2014.17.3.171

171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항공자력탐사 전처리 S/W, KMagLevellingTM

고광범1
*
·정상원2

1한국광물자원공사 선도기술팀
2(주)지오메카 이엔지

Aeromagnetic Pre-processing Software Based on Graphic User Interface, KMagLevellingTM

Kwang-Beom Ko1
* and Sang-Won Jung2

1Technology Innovation Team, KORES
2GeoMecca Engineering Inc. 

요 약: 항공자력탐사의 전처리(pre-processing)는 육상탐사에 비해 손품이 많이 들어가는 복잡한 과정이 더 많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의 전용 처리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본 글에서는 항공자력자료의 전처리 전용 소

프트웨어, KMagLevellingTM을 개발하고 그 주요 기능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KMagLevellingTM은 전처리 과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현하였다. 세부기능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 편의성과 독창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기능으로서는

① 방대한 양의 항공자력자료 D/B를 비행경로 형태로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기법 ② 취합자료 중 특정 영역의 필요한 자

료만의 발췌 ③ 자력자료 내의 원치 않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쉽게 제거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주요어: 항공자력탐사, 전처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력이상도 

Abstract: Aeromagnetic survey generally require much more pre-processing steps than that of common land survey due

to several complex and cumbersome steps included in pre-processing stag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use specific

processing tool especially based on graphic user interface. For this purpose, aeromagnetic pre-processing software based

on graphic user interface under the Windows environment, called KMagLevellingTM was developed and briefly introduced.

In an aspect of its user-friendliness and originality, three noticeable features of KMagLevellingTM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① function of representation and handling for large amount of aeromagnetic data set as a visualization in the

form of flight-path ② function of selective exclusion of unwanted data by using survey area information expressed as

polygon, and ③ function of selective removal processing for the irregular flight-path data acquired within the entire survey
area by implementing the segmentation of flight-path technique.

Keywords: aeromagnetic survey, pre-processing, graphic user interface, magnetic anomaly map

서 론

항공자력자료는 육상자료에 비해 자력이상도를 도출까지의

전처리 과정이 보다 많고 복잡하다. 탐사시스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처리는 ① 자력자료와

GPS 및 기준점 자력자료 간 동기화 ② 비행경로를 급격히 바

꾸지 못해 발생하는 조사영역 이외의 불필요한 자료 배제 ③

항공기의 비행시간 제약으로 조사영역을 분할하여 자료를 획

득하였을 경우의 분할 자료군 간 취합 ④ 조사영역 내 중복되

거나 불규칙한 비행경로로 기록된 자료의 제거 ⑤ 잡음이 포

함된 자료의 편집 ⑥ 일반 Levelling 및 Micro-Levelling을 들

수 있다.

항공물리탐사 기술은 1950년대 이후 탐사법이 확립된 이래

컴퓨터 및 전자기기의 발달에 따른 장비성능의 지속적 개선과

자료처리 부문의 다양한 연구로 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룬 바

있다. 그러나 전처리 부문만 한정하면 기술적 진보는 주로

Levelling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Green, 1983;

Luyendick, 1997; Mauring and Kihle, 2000; Mauring et al.,

2000; Minty, 1991). 이는 손품이 많이 들어가는 전처리의 번

거로움을 경감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기술적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여지가 거의 없는 데 연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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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력자료 전처리는 수작업으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번거

로운 과정이며 그 속성을 감안하였을 때 전용 처리 도구, 즉,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재 상용화된 물리탐사 자료처리 S/W는 이를 지원하며 대부

분 단일 플랫폼 기반으로 통합형 D/B체계와 범용 자료처리 인

터페이스를 제공, 운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표적인 S/W로서

는 호주 Geosoft사의 Oasis montajTM를 들 수 있다. 

플랫폼 기반의 자료처리 방식은 다양한 물리탐사 자료의 일

괄적 입출력 및 자료처리를 통합 D/B와 연동시켜 운용하므로

탐사법에 상관없이 자료의 일괄 입출력,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급부로서, 육상탐사에 비

해 복잡한 전처리가 필요한 항공자력탐사의 경우에 한정하면,

항공자력탐사만의 최적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

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플랫폼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특정 탐사만의 자료처리 측면에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

하다.

본 글에서는 항공자력탐사의 전처리 속성을 고려하여 효과

적인 사용자 편의성을 지원하는 전처리용 그래픽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를 통한 주요

기능 소개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성과 함께 부분적이나마 독창

적 특성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소프트웨어의 구성 

KMagLevellingTM을 이용하는 항공자력자료의 전처리 순서

를 Fig. 1에 흐름도로 나타내었다. 모든 자료처리는 메인 틀에

포함된 메뉴 방식으로 순차적 처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되먹임을 지원한다. 항공자력자료의 전처리 과정은 크게 세 부

분으로 나뉘는 데, 여기에서는 각 부분의 명칭을 편의상 각각

초기보정 단계(primary correction stage), 자료정리 단계

(conditioning stage) 및 Levelling 단계(Levelling stage)로 부르

기로 한다. 각 단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초기보정 단계에서는 비행시간의 제약으로 조사영역을 분할

하여 자료를 획득하였을 경우, 분할 자료군 각각의 전처리 및

D/B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모든 분할 자료군에 대한 처리를

마칠 때까지 되먹임을 지원한다.

자료정리 단계에서는 분할 자료군 D/B를 취합하여 통합 D/

B 구성하면서 시작한다. KMagLevellingTM은 통합 D/B에의

효율적 액세스를 위해 자력자료를 포함한 D/B 전체 정보를 비

행경로로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기법을 제공한다. 이로부터 조

사영역 이외 항공기가 비행경로를 급격히 틀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영역의 자료를 배제하는 전처리를 수행한다. 이어서

조사영역 내 중복되거나 불규칙한 비행경로를 가지는 자료만

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전처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자료는 대

부분 전체 측선 중 일부분인 경우이다. 이의 처리를 위해 유한

개의 분절점을 도입한다. 즉, 전체 측선을 분절에 의한 측선 조

합으로 구성하고 원치 않는 분절측선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

택적으로 발췌, 제거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전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Levelling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

선, 통합 D/B를 구성하는 모든 측선별 정보에 고유의 주소를

지정하는, 주소지정 통합 D/B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

로부터 임의 주소별 액세스가 가능하며 잡음에 오염된 자료의

편집이나 Levelling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하였다.

Levelling 단계에서는 주소지정 통합 D/B로부터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보정 오차를 제거하기 위한 일반 Levelling과 주름

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Micro Levelling을 수행한다. Levelling

은 경험적인 전처리 기법이므로 반복적인 처리 및 검토가 필

요한바, 되먹임 기능과 처리 전후 결과를 자력이상도 형태의

시각화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

의 Levelling 단계를 마지막으로 항공자력자료의 전처리 전 과

정을 마무리한다.

Fig. 1. Flowchart of KMagLevelling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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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력자료의 초기보정 단계

Fig. 2는 KMagLevellingTM의 메인 창(A)과 원시자료를 읽어

들이는 팝업창(B)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팝업창에서 항공자력

자료, GPS 자료 및 기준점 자력자료를 읽어들이며(c) 계속해

서 초기보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초기

보정으로서 TM(혹은 UTM) 좌표변환(d), 지연효과(e) 및

Heading effect 보정(f)를 거쳐 최종적으로 D/B로 저장한다. 

조사영역을 분할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분할 자료군 D/B로

저장하며 모든 분할 자료군을 처리할 때까지 반복처리를 위한

되먹임을 지원한다. Fig. 2-(b)는 총 4회의 분할 비행을 통해

획득한 국내 현장자료 사례(Shin et al., 2013)로서 이중 측선

라인과 맺음 라인으로 이루어진 분할 자료군 하나를 시각화한

예이다.

항공자력자료의 자료정리 단계

자료정리 단계에서는 당초 설정한 조사영역 이외의 불필요

한 비행기록, 조사영역 내일지라도 중복 측정 혹은 불규칙한

비행경로 자료 등 이후의 자료처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

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발췌,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포함한다.

대상 자료에의 접근, 선택 및 제거를 수행하는 사용자 인터페

Fig. 2. Display of main frame of KMagLevellingTM and popup window for the processing of primary correction steps(a) and visualization

as a flight-path representation that partially acquired due to limitation of airplane's flight capability. 

Fig. 3. Display of merged aeromagnetic D/B and specified area using survey area information expressed as polygon for selective exclusion

of unwanted area (a) and display of corresponding resul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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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현장자료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정은 앞서 생성한 분할 자료군 D/B를 취합하여

통합 D/B를 생성하면서 시작한다. Fig. 3-(a)는 생성한 통합

D/B 전체를 비행경로로서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현 단계의 통합 D/B는 항공기가 이륙하여 조사영역을 비행

한 후 착륙할 때까지의 모든 비행경로의 자료를 포함한다. 따

라서 이는 당초 설정한 조사영역 이외의 자료와 조사영역 안

이라도 중복 혹은 불규칙한 비행자료까지 원치 않는 기록도

섞여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거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

저, 조사영역 안쪽의 자료만을 발췌하는 방법으로 조사영역을

폐곡선 형태의 다각형 좌표의 조합으로 구성하고 이로부터 조

사영역 이외 자료를 배제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작성하였

다. Fig. 3-(a)의 통합 D/B에 조사영역을 검정 실선으로 표현

하고 영역 내 자료만을 선택적으로 발췌하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나타내고 있다. Fig. 3-(b)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Fig. 3-(b)를 살펴보면 조사영역 내의 자료라도 아직도

원치 않는 자료가 혼재함을알 수 있다. 이는 조사영역을 분할

하여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종종 Fig. 4-(a)와 같이 중복

(repetitive) 측정되거나 Fig. 4-(b)와 같이 항공기가 다음의 비

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미 조사된 영역 내를 가로지르는

(superfluous) 경우 발생한다. 여기에서는 이런 경우의 측선을

간단히 마우스로 지정,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미리 정해진 탐사측선에 최대한 가깝게 비행하도

록 하지만, 비행 중 어떤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불규칙한

(irregular) 비행경로를 따라 자료가 기록되는 경우도 종종 발

생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례

를 통해 소개한다. 먼저, Fig. 5-(a)에서 선택된 남북방향의 탐

사 측선 측선(survey line)은 어떤 이유로 인해 불규칙한 비행

경로를 따라 원치 않는 자료가 기록된 상태이다(굵은 실선).

이 측선 중 원형의 불규칙한 부분의 자료는 향후의 자료처리

를 위해 선택적으로 발췌, 제거하여야 한다.

제시하는 방법은 측선을 분절,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측선 전체를 Fig. 5-(a)

Fig. 4. Examples for the selective removal processing of unwanted aeromagnetic data existed within the survey area caused by (a) overlapping

and (b) superfluous flight.

Fig. 5. Example for the selective removal processing for the irregular flight-path data(a) and corresponding result (b) by implementing the

segmentation of flight-path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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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으로 분절점을 생성한다. Fig. 5-

(b)는 두 개의 분절점(1st and 2nd segment)을 생성한 경우이

며 이 경우, 선택한 측선 전체를 총 3개의 분절 측선으로 분리

하였음을 의미한다. 제거하고자 하는 불규칙한 비행기록 자료

는 3개의 분절측선 중 하나이므로 Fig. 5-(b)와 같이 단순한 마

우스 클릭으로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Fig. 6. A series of processing steps for assigning the intrinsic address to merged D/B. Display of merged D/B (a), Display of popup window

for importing address parameters (b), Display of query window (c) and final display of address assigned merged D/B (d).

Fig. 7. Example of editing procedure. Setting the appropriate badnwidth of median filtering window by mouse dragging and display of

corresponding filtered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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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료 제거과정을 마치면(Fig. 6-(a)), 각 측선에 대한

고유의 주소를 지정하는, 주소할당 통합 D/B를 생성하는 단계

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향후의 자료 편집 및 Levelling에서 필

요한 통합 D/B의 임의 위치의 자료에 대한 액세스 기능을 지

원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 D/B의 주소는 전체 자료를 탐사 측선(survey line) 및

맺음 측선(tie line) 별로 구분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Fig. 6-(b)와 같이 따로 측선 별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입력창

을 제공하는 동시에, Fig. 6-(c)와 같이 남북이나 동서방향의

하나의 측선을 임의로 지정(disignation)하여 탐사 측선 혹은

맺음 측선인지를 사용자에게 묻는 방식을 취하였다. 당초 남북

방향을 탐사 측선으로 상정하였으므로 Fig. 6-(c)의 우하단의

팝업창의‘예’를 클릭하면 남북방향은 탐사 측선으로, 동서방향

은 맺음 측선으로 분류하고 Fig. 6-(b)에서 지정방식으로 측선

별 고유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여 주소지정 통합 D/B로 업

그레이드 한다.

상기 과정을 완료하면 KMagLevellingTM은 생성한 주소지정

통합 D/B를 Fig. 6-(d)와 같이 자동으로 불러들이고 각 측선

주소(A)에 대응하는 D/B를 자료 테이블 형태로 연동시킴과

동시에 이를 창 B에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여 사용자의 다음

명령을 기다린다. 이러한 연동방식은 잡음 등으로 오염된 자료

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편집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

한 것이다. 

Fig. 7은 고주파수 성분이 포함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중

앙값 필터링을 이용한 편집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임의의 자

력자료(A)가 공간적으로 급격히 변동해 잡음에 오염되었다고

Fig. 8. Display of aeromagnetic data as a format of magnetic anomaly map before implementation of conventional and micro levelling. 

Fig. 9. Display of input parameter window for the conventional levelling(a) and corresponding resul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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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 구간에 대해 창(B)을 설정, 필터링을 적용한다. 설정된

창은 시안색으로 표시되고 그 크기는 마우스로 조정할 수 있

다. 사용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필터

링 전후의 결과를 중첩(overlapping) 시각화하여 선택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Levelling 단계

Levelling 단계는 항공자력자료의 최종 전처리 단계로서 아

직 남아 있는 미보정 오차 및 탐사 측선의 주름 효과를 제거

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KMagLevellingTM은 주소지정 통합

D/B를 자력이상도 형태의 시각화 표현을 기본으로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미보정 오차를 확인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며

둘째, 경험적인 Levelling의 속성에 비추어 반복과정에 의한

결과를 사용자가 즉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Fig.

8은 그 예로서 미보정 오차 및 주름 효과가 남아 있는 주소지

정 통합 D/B의 현 상태를 시각화로 잘 표현하고 있다.

일반 Levelling은 경험적 자료처리이므로 사용자가 최적이

라고 판단되는 결과까지 반복 처리결과 각각을 주소지정 통합

D/B에 고유의 이름으로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Fig. 9-(a)와 같이 입력창에서 입력변수와 함께 결과

의 D/B화를 명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자력이상도로 시

각화(b)하여 사용자의 쉬운 판단을 돕는다.

한편, 마지막 전처리 과정으로, 일반 Levelling 이후 탐사 측

선을 따라 남아있는 주름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Micro

Levelling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Micro Levelling 알

고리즘은 이동 미분형 중앙값 필터링 기법(Mauring and

Kihle, 2000)을 선택하였다. 이는 측선 방향은 1D 중앙값 필터

링, 맺음 측선 방향은 2D 창에 포함되는 측선군 자료를 입력

으로 하는 2D 중앙값 필터링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측

선경로가 불규칙한 경우에도 양호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 Fig. 10-(a)는 Micro Levelling 변수 입력창(a)과

그 결과를 Fig. 10-(b)에 자력이상도로 도시한 일례이다.

결 론

본 글에서는 항공자력탐사 전처리용 소프트웨어인

KMagLevellingTM의 주요 기능과 처리과정을 간략히 소개하였

다. 이 소프트웨어는 원시자료로부터 최종 결과인 자력이상도

도출까지 전처리 전 과정을 세 부분으로 분리하여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첫 번째의 초기보정 단계는 입력자료(자력자료, GPS 자료

및 기준점 자력자료) 간 동기화, 지연 및 Heading effect 보정,

위경도 GPS 자료의 TM(혹은 UTM)좌표변환, 일변화 보정 및

조사영역을 분할하여 자료를 획득하였을 경우, 분할 자료 군

취합까지를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한 일괄처리가 가능

하도록 설계하였다. 

두 번째의 자료정리 단계는 항공탐사 특성상 항상 발생하는

조사영역 이외 영역의 자료 배제, 조사영역 내 자료 중 중복되

거나 불규칙한 비행경로에 의한 자료의 제거 등 선택적 발췌,

편집을 지원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원시자료를 비행경로

로 시각화하고 필요한 처리작업을 마우스만을 이용하여 수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

였다.

마지막 단계는 일반 및 Micro-Levelling을 지원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각 처리 과정에서의 중간결과를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판단이 쉽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항공자력자료 전처리용 S/W는 손품이 많

이 가는 전처리 과정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현하여

전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데 그 의의가

있다. 덧붙여 구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

성에서 차별성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나름의 독창성을 충분

Fig. 10. Display of input parameter window for micro-levelling(a) and corresponding resul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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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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