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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모바일 기기의 발달 보 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소 트웨어가 연구 개발되고 있다.특히 각종 센서를 이용한 측정

가시화 기술은 모바일 기기의 빠른 처리 속도 통신 기능 등과 함께

활용됨으로써 효율 인 지질 조사 도구의 개발에 사용 가능하다.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응용하여 장 지질조사 수행 반의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소 트웨어를 개발하 으며,이에 필요한

알고리즘 모듈들을 개발하고 실제 로그램으로의 구

장에서의 시험을 수행하 다.본 소 트웨어는 크게 클리노미터 모듈,

지질구조 자료 가시화 사면 안정성 분석 모듈,증강 실 가시화 모듈,

지도 가시화 모듈,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모듈 등의 다섯 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클리노미터 모듈은 디지털 센서를 응용하여 모바일 기기가 지질

구조에 착되었을 때 해당 구조의 경사각 경사방향 등의 구조

정보를 별도의 조정 없이 즉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이를 해

센서 취득 정보에 기반을 둔 측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기존에

사용되는 컴퍼스 클리노미터의 기능성을 구 하되 빠르고 정 한 측정과

기록을 수행 가능한 소 트웨어 모듈을 개발하 다.

가시화 분석 모듈은 클리노미터 모듈에서 센서를 통해 측정되거나

직 입력된 지질 구조 자료를 입체투 법과 장미도표 등을 통해

가시화를 수행하고,사면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여 암반 사면의 괴

험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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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 실 가시화 모듈은 시추공 정보 내의 지하 지질 정보를 인간의

시야를 모사하여 가시화하는 모듈로서,시추공 자료에 포함된 치

정보와 실 세계를 촬 하는 카메라 정보,장비의 치 자세 정보

등을 융합하여 단일 화면에 표시함으로써 시추공들의 치와 분포 형태

등을 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해 표

데이터베이스 요소를 선정하고 개선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모듈에서 량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지도 가시화 모듈은 지질구조의 측정 치와 시추공의 치 등을

2차원 지도상에서 가시화하기 한 보조 모듈로서 개발하 다.본

모듈은 치 상세 자료와 지질도를 함께 표시 가능하여 지질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으며,타 모듈에 포함하여 각

자료의 치를 즉시 표시함으로써 장 조사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 다.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모듈은 장에서 수집되는 자료와 시추공

자료 등을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 으며,다양한 자료를

효율 으로 탑재 가능한 자료 흐름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하여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거나 가공,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업을

통해 다수의 장비에서 수집된 자료를 장에서 즉시 상호 송하여 장

지질 조사에서 체 인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다수의 기능을 개발하 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발된 각 모듈은 모바일 기기에 실제

소 트웨어로 구 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험을 수행하 다.측정을

수행하는 클리노미터 모듈의 경우 측정을 해 충분한 정 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 으며,인공 구조물을 이용한 정확도 측정 결과 경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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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방향 모두 평균 2도 미만의 오차를 보 다.야외 지하 환경에서

기존의 컴퍼스 클리노미터를 이용한 비교 측정 시험에서는 5도 이내의

차이를 나타내었다.경사방향의 경우 일부 환경에서 자기 간섭에 한

향이 완 히 제거되지 않아 특정 방향으로의 경향성을 보 으므로

측정 시 지속 인 물리 보정이 필요함을 발견하 다.증강 실을 통한

가시화 시험은 약 10만개의 실제 시추공 자료를 탑재하여 수행하 으며,

시추공 당 3.7ms의 검색 처리 시간을 가져 일반 인 사용에

충분한 속도를 보 다.가시화의 오차는 자력계의 보정 여부 재

치의 정확도에 따라 50m의 거리에서 최 15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오차는 앞선 측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속 인 보정으로 해결

가능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소 트웨어는 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기반으로 설계하여 지질 조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원을 크게 일

수 있으며,측정 사용 방법을 단순화함으로써 지질 조사의 숙련도에

따른 조사 신뢰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 일반 인 장비 소 트웨어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련 연구에 용이 가능하다.

주요어 :스마트폰,지질구조, 장조사,클리노미터,증강 실

학 번 :201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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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의 배경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소형 모바일 기기의 빠른 보 발 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하드웨어 기술 이를 이용한 응용 로그램이

지속 으로 개발되고 있다.스마트폰은 로그램의 개발에 한 비교

낮은 진입장벽과 앱 스토어(appstore)등의 소 트웨어 배포 랫폼을

기반으로 소 트웨어의 구 과 배포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으므로(Laneetal.,2010)새로운 도구의 고안 배포에

있어 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한 일반 데스크톱이나 휴 용

컴퓨터와 달리 높은 휴 성과 네트워크에 한 항시 연결(always

connected)기능을 가지고 있으며,기기 내에 내장하고 있는 각종 센서를

응용하여 기기 자체의 자세와 움직임뿐만 아니라 기기 주변의 물리

특성 한 취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단편 기능들을 수행하는 각각의

장비들로는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응용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Weng

etal.,2012;Leeetal.,2013).

최근 출시되는 모바일 기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의 제공을 하여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기본 으로 탑재하고 있다.이 력 방향에

한 기기의 회 에 따른 올바른 화면 표시를 제공하기 하여 탑재되는

가속도계(accelerometer)와,지도나 나침반과 같은 방향 련 정보를

제공하기 한 자력계(digitalcompass)는 랫폼에 계없이 공통 으로

탑재되어 있다.이러한 센서들은 기기의 방향이나 움직임 등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단편 편의 기능의 제공 뿐 아니라 측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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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며,이러한 을 이용하여 수평의 측정이나 속

탐지 등 생활 편의에 한 다양한 응용 소 트웨어가 출시되어 있다.

한 카메라, 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마이크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보편 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들의 복합 응용을 통해 장 조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포 으로 개발 가능하다.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디지털 센서들은 측정값의 제공이 요구되는 즉시 이루어지며 측정 간의

시간 간격이 매우 짧고 측정의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량의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는 데에 효율 이며,따라서 다수의 장비와 정보,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장 조사에 이러한 기술을 응용 할 수 있다.

한 증강 실(AR,augmented reality)과 같은 센서 응용기술들은

3차원 공간상에서의 정보 표시 방법을 직 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공간

정보가 필요한 장 지질 조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증강 실은 량의 가공된 정보를 실제 공간 정보와 함께 가시화하여

인간의 인지 능력을 보조하는 기술로서,일반 으로 기기의 카메라와

센서 정보를 동시에 사용하여 사람의 시야와 유사한 카메라 상에

가공된 정보를 융합하여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Milgram and

Kishino,1997;BehzadanandKamat,2007).자원 개발 건설 등의

반 인 지질 련 업무의 수행에서 지하 지질에 한 이해는

필수 이며,이때 시추공 조사 자료는 지하 지표 지질에 한

정확하고 세 한 정보를 제공한다(Leeetal.,2014).이러한 에 있어

실제로 장에서 치 확인이 불가능한 지하 공간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증강 실 기술은 지질 조사에 필요한 자료 기반을 효율 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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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지질조사 기법 용에 한

선행 연구 분석

장 지질 조사는 지질 자료와 련 장비를 사 에 비하는

단계부터 장에서 획득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까지의 포 인 내용을

포함한다.조사에 필요한 지질 자료는 지표 지질도뿐 아니라 지하 지질

구조의 이해를 한 시추공 자료 등이 필요하며, 장에서의 조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토 로 지질 구조에 한 측정 기록을 통해

포 인 조사를 수행한다.취득된 자료는 추후 취합 분류를

수행하여 일정한 형식으로의 가공 는 변환을 거쳐 실내 분석이

수행되어야 조사 지역에 한 공학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이러한

일련의 조사 분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장비와 이를

운용하기 한 다수의 인원이 필요하고,자료의 취득과 분석을 해서는

자료의 기록과 가공,별도의 소 트웨어 사용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지하 산이나 도로 터 건설 등 신속한 자료 취득과 분석이

필요한 장에서는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지질 구조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토 로 의사 결정에 필요한 분석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질 지질 구조의 취득과 분석에는 각각의 단계에 특화된

자료 형식,장비 는 소 트웨어가 필요하며,해당 도구를 사용하는

조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취득된 자료의 정확도나 정 도가 달라질 수

있다.디지털 컴퍼스 클리노미터와 같은 자 장비의 경우 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와 정 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이러한 도구는 기존의

장비에 비해 고가이며 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다(이상호 등,2012).

모바일 기기를 지질 조사 도구로 응용하기 한 연구는 스마트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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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이래 다수의 연구자 개발자들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Weng등은 Android운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지질 구조 측정,사진

촬 기록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소 트웨어인 GeoTools를

제안하 고(Weng et al.,2012),이외에도 Table 1.1과 같이 여러

개발자들에 의한 측정 소 트웨어들이 출시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연구

소 트웨어들은 모두 측정 기록에만 기능이 집 되어 있으며,

일부 소 트웨어의 경우 입체투 법을 이용한 가시화 기능을 구 하고

있으나 투 법 작도 방법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추가 인 분석 자료나

정보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질 조사에 활용 가능한 자료의

가시화나 분석 기능은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노태달 등,2010;

McCarthyetal.,2009). 한 3차원 센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비들의 사용법과 유사한 측정 기법을 사용하도록 개발되어 기존

장비에 비해 별다른 이 을 주지 못하거나,정확한 측정 알고리즘과

장 시험을 통한 정량 인 검증에 한 내용이 부족하여 기존의 도구를

모바일 기기로 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장, 단 에 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따라서 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모바일 기기의

지질조사에 한 응용이라는 에서는 본 연구와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있으나,활용성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지질 조사 장비들이 갖는 단편

기능의 제공이라는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 지질의 가시화 연구 에서는 iGeology(Westheadetal.,2012)와

같이 증강 실 기술을 응용한 지질도 조회 소 트웨어가 연구 출시된

바 있으며,김성수 등(2013)은 국가 시추공 자료에 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증강 실을 통한 가시화를 제안한 바 있다.지질 련 이외에도

업에서의 지질 가시화(Mathiesenetal.,2012) 는 건설 장에서의



-5-

지하 시설물 가시화(Khalidetal.,2013;Schalletal.,2013)등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소 트웨어의 실제 구 시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 다. 한 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그 기능이 단순한 지질도의

정보 제공에 그쳐 시추공 자료와 같은 상세한 지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상세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도구는 보통 고가의 장비

소 트웨어가 별도로 필요하다(Mathiesenetal.,2012).따라서 자료의

3차원 분포에 한 이해를 해서는 조사자가 직 복잡한 공간

사고를 수행해야 하는 단 이 발생하며, 술한 개별 도구로서의 한계

한 가지게 된다.

장 지질 조사에서는 여러 장비로부터 취득된 자료를 공유 결합,

송할 수 있어야 정보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으며,해당 자료를 기기

상에서 분석하여 추가 인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자료의 이동 는 분석

도구의 비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여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 취득할 수 있다.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단편

도구에 의한 조사 수행은 각 조사 간계 간의 단 성과 다수의 인원에

의한 조사 결과물의 분 성을 가져오게 되는데,이러한 특성은 단순한

조사 시간의 연장이나 불편함을 래할 뿐 아니라 자료의 기록,

디지털화,가공 등의 단계에서 부차 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따라서

통합 가능한 조사 기법들을 단일장비 내에서 종합 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반 인 작업 흐름에 있어 큰 장 이 된다.

조사를 한 자료의 장 리 한 요한 요소로서,통상 으로

시추공 자료의 리 조회를 해 사용되는 시추주상도의 경우 많은

지하 지표 지질 정보를 담고 있어 장 조사에 필수 으로 사용되나

그 형태 한계로 인해 많은 자료를 리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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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선택하여 조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에서 기존의

시추주상도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은 지하 지질 정보를 공간 정보와

함께 가시화하게 되면 장에서의 상 지질 식별 분석에 직 인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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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1.Listofsmartphoneapplicationsandresearchesforgeologicalinvestigations.

Name Developer/Researcher Platform Mainfunctions

ClinometerCompass YuSaito iOS

Measures
orientationsof

geologicalstructures

GeologyCompass PuschRidgeConsulting iOS

GeolCompass TectonSoftware,Inc. iOS

GeoStrike
TectonicEngineering
ConsultantsCo.Ltd.

iOS

ezClinometer SoraTakayama Android
GeoCompass LucaInnocenti Android

GeologicalCompass THSoftCo.,Ltd. Android

GeoTools Wengetal.(2012) Android
SimpleGeological
Clinometer

Teraz Android

FieldCompass AaronAverett iOS

Measures
orientationsand
plotsthem
onamap

GeoAttitude
TectonicEngineering
ConsultantsCo.Ltd.

iOS

GeoClinoforiPhone
Geologicalsiteinvestigationof

Japan,AIST iOS

Geologist'sCompass LemonStudio iOS

eGeoCompass GeoStruSoftware Android
StrikeandDip MajorForms Android

ListerCompass TheVirtualExplorerPty.,Ltd. iOS Measurementand
stereographic
projectionGeoClinoforAndroid GSICo.,Ltd. Android

Lambert PuschRidgeConsulting iOS Measurement,
mappingand
projection

RockCompass ParteqInnovations iOS
Rocklogger RockGecko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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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구 목표

본 연구는 지상 지하를 상으로 하는 장 지질 조사를 해

기존에 리 보 된 모바일 장비를 기반으로 한 통합 인 장 조사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기존에 장 조사에서

사용되는 지질 자료,조사 분석 기법 등을 용하여 장에서 지질

조사 자료를 조회하고,지질 구조 자료를 취득하며 이러한 자료의 분석

장비 간 공유가 가능한 소 트웨어를 각 기능별로 구분하여

개발하며,이러한 기능별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클리노미터 모듈:기존의 디지털 컴퍼스 클리노미터와 같이

내장된 디지털 센서를 사용하여 지질 구조의 경사각 경사방향을

취득하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취득 방법을 단순화하는 측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측정이 가능한

소 트웨어 모듈을 구 한다.

(2)지질구조 자료 가시화 사면 안정성 분석 모듈:클리노미터

모듈을 이용하여 측정되거나 사용자로부터 직 입력된 지질구조 자료를

평사투 법을 사용하여 가시화하고, 리면의 방향성 각도에 따른

사면의 안정성 기법을 용하여 분석 자료의 도출을 수행하는 기능을

개발한다.

(3)증강 실 가시화 모듈:증강 실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주변에

치한 시추공 자료를 카메라 화면과 융합하여 가시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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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주상도와 같은 내용의 지하 지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직 으로 지하 공간 정보를 제공 가능한 모듈을 개발한다.

(4)지도 가시화 모듈:측정된 지질구조의 치 시추공의 치를

2차원 지도상에 가시화함과 동시에 사 탑재된 지질도를 함께

표시하여 지표,지하 지질을 평면도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한다.

(5)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모듈: 장 지질 조사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요소를 선정하고,모바일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이용하여 장 조사의 각 단계에서 반 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개발한다. 한 자료의 상호 교환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의 통신 기능을 응용하여 규모의 조사 작업에서도 본

소 트웨어를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보조 기능을 개발한다.

개발된 기능은 각각의 목 에 따라 운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능 는 취득된 자료를 연동하여 필요한 자료를 가공

는 제공하도록 한다. 한 실제 장비를 이용한 구 장 시험을

수행하여 측정 가시화의 정 도와 정확도를 측정하고,분석 기능에

한 장 용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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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경 이론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질 조사용 소 트웨어는 지질 조사의

각 단계별 기본 요소들을 포함한다.본 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의 개발

용에 있어 기 가 되는 장에서의 조사 분석 기법에 하여

설명하고,각 요소의 개발에 필요한 필수 하드웨어 소 트웨어

기반을 정의한다. 한 이러한 내용을 토 로 소 트웨어에 핵심 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 구 방법의 개발에 해 설명한다.

2.1.기존 지질구조 측정 장조사 기법의 개요

2.1.1.지질구조 측정 장비 장 안정성 평가 기법

공학 안정성의 평가를 한 지질구조의 측정은 단층, 리와 같은

불연속면을 상으로 수행하게 되며,이러한 불연속면의 속성을 토 로

사면의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여 사면의 가능한 괴 양상에 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지질 구조의 조사에서는 암석의 거칠기,간극,풍화

상태 등의 주요 지표들을 기록하게 되며,특히 불연속면의 경사각과

방향각은 사면 붕괴 시 붕괴의 형태와 방향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이다(WyllieandMah,2004).

지질 구조의 측정에는 컴퍼스 클리노미터(compassclinometer, 는

geologicalcompass,clino-compass,inclinometerwithcompass등)를

사용한다.이 장비는 통상 으로 정사각형 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며,

본체에 나침반이 포함되어 있어 측정하고자 하는 구조에 특정 모서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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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여 해당 구조의 방향각을 측정할 수 있다.경사각의 측정은 힌지

등에 포함된 각도계나 력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보조 지침을 이용하여

수행 가능하며,두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정확한 측정을 해 각

측정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WyllieandMah,2004).경사방향은 그

정의상 수평면에서 측정되어야 하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구조에 착한

상태에서 장비를 수평으로 조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며,이를 보조하기

한 기포 수 기(airbubble level)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각도의 측정은 나침반 등의 지침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될 때까지

기하거나 별도의 보조 조작을 통해 지침을 안정화시킨 후 수행하며,

지질구조의 형태에 따라 값을 읽는 방법이 다르고,구조의 치상 값을

읽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므로 측정자는 조사의 수행에 있어 어느

정도의 숙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컴퍼스 클리노미터를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는 노트와 같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기록 후,데스크톱이나 노트북 등의 장비를 통해

디지털화한 뒤 추가 인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가시화와 분석을

수행한다.이때 가시화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일반 으로는

경사각 경사방향 정보를 즉시 구조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입체투 법이 사용된다(Wyllie and Mah,2004).입체투 은 3차원

지질구조를 2차원의 화면에 효율 으로 나타내고 이러한 구조를 이용한

기하학 인 문제를 풀기 해 사용된다(Lisle and Leyshon,2004).

입체투 이외에 장미 도표(rosediagram) 한 체 인 방향성을 쉽게

나타내기 해 사용되며,이는 입체투 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자료

표 방식이므로 장 조사를 한 로그램의 개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장에서의 입체투 은 통상 원 소원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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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도된 입체투 망(stereonet)을 사용하지만(Wyllie and Mah,2004)

이러한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도의 결과물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작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입체투 도는 불연속면과 경사면의 방향성 각도에 따른

안정성의 분석을 수행하는 불연속면 분석(discontinuityanalysis)에 사용

가능하다.이 분석은 암질 사면에서의 특정한 리면 방향 각도에

따라 존재하는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이를 가시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 분석 기법으로서(AdmassuandShakoor,2013) 리 측정 자료와

마찰각,사면의 경사각 경사 방향을 이용하여 사면상의 불안정 리

잠재 괴의 종류를 악할 수 있다.통상 으로 분석 상이 되는

괴 유형은 평면 괴, 기 괴 도 괴로서(HoekandBray,

1981) 이러한 괴 유형에 한 험 리군은 Markland(1972)와

Hocking(1976)의 시험에 의해 Fig.2.1과 같이 정형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각 괴 유형들은 불연속면의 경사각이나 한 의 불연속면에

의해 만들어지는 선구조의 침강각 이러한 구조들의 방향성에 따라

발생 확률이 달라지며,이와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장에서 취득한

자료를 즉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가시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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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Failure modes caused by discontinuities and their

representationsofstereonets(envelope).(a)Plainfailure,(b)Wedge

failure,(c)Topplingfailure(afterHoekandBray,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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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시추주상도 내 지하 지질정보 요소 분석

시추주상도는 통상 으로 사용하는 목 에 따라 그 규격이 결정되며,

각 규격에 포함되는 인자의 종류도 용도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시추주상도는 부분 출력물에 최 화된 정형화된 형식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시추주상도 자료를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하기 해서는 기존의

시추주상도 구성요소를 분류 선정하여 표 화 최 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이러한 시추공 요소 분석 분류 연구는 기존에 수행된 바

있으므로(과학기술부,2001),이러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되 반 인

지질 조사 모바일 시스템으로의 용을 하여 최근 디지털 형식으로

사용되는 시추주상도 양식과 웹 데이터베이스 등을 추가 으로 분석하고

개별 인자들을 공통요소에 따라 분류 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 국내에서 각 기 회사에서 운용 인 15개의 시추주상도

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을 수집하여 각 구성 요소를 분석하 다.

다수의 구성 요소는 개별 시추공 정보에 포함되나,일반 으로 개별

조사에서는 다수의 시추를 수행하므로 시추공별로 복되는 요소의 경우

단 사업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 한 개별 시추공 정보에 속하는

요소의 경우 각 시추공의 일반 정보와 지층 는 깊이에 따른 정보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이러한 분류 내용을 Table2.1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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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1.Listofclassifiedboreholedataelements.

역 항 목

사업정보

사업명(조사명),사업코드,발주처,주소,언어,문자셋,연락정보,책임자명,책임기 명,

책임자직 명,국가코드,우편번호, 자우편주소,온라인자원 치,획득방법,기 계식별자,

기 계명칭,타원체,좌표계,원 ,지리경계,지리 역,시간범 ,수직범

시

추

공

정

보

일반

정보

공통

구조물명( 산명),행정구역,시추공번,계획심도, 공심도(굴진심도), 치,

채취방법기호,시공기간,시추자,조사일자(기간),코어 조사자,지하수 ,시추방법,

시추공경,시추장비,표고,기 ,기 표고

암반 시추방향,시추각도

토질 이싱심도

심도

정보

일반

상 /하 심도,지층명,표고,지층 두께, 이싱,주상도,색,시료번호,채취방법,

채취심도, 수상태,투수계수,샘 번호,채취방법,채취심도,표 입시험(SPT),

코어회수율(TCR),통일분류(USCS),RQD(RockQualityDesignation),

원 치 시험,설명

암반
암석명,암종, 폭,진폭,균열형상,암반등 ,암질상태, 리간격,풍화정도,강도,

굴진속도,암석구조기재,수압시험결과,굴진상황,굴진속도, 수상태,배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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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1의 항목은 기존의 시추주상도와 데이터베이스 구성 항목

등을 부분 포함한 것으로서,일반 인 온라인 서비스를 해 운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모두 탑재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 모바일 기기의

용량을 쉽게 과하게 된다.이 경우 데스크톱 컴퓨터에 비해 비교

느린 모바일 기기의 처리속도로 인하여 단순한 작업에도 높은 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자료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필수 인 인자를

우선 탑재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선택 으로 추가 탑재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항목 분류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나타내는 개념도를 Fig.2.2에 도식화하 다.

일부 자료 체계에서는 각 시추 사업의 치 좌표가 각기 다른

좌표체계를 통해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이러한

경우에는 시추공의 검색 는 활용 시 해당 시추공의 좌표를 특정한

표 체계의 좌표로 변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이때 량의 시추공

자료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할 경우 개별

시추공의 치를 각각 검색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표 치나 주소 등의 설정을 통해 처리해야 할 좌표와 검색 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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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Conceptualdiagram ofaboringprojectinborehole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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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 지질조사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 트웨어

랫폼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기술 요소의 개발 구 에는 장비의

력가속도 감지,지자기장 감지, 재 치의 탐지,조사 장의 상

촬 근·원거리 통신 기능이 필요하다.이 통신 기능은 자료의

송을 한 기능으로서 장 조사의 수행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으며,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 측정 가시화에 공통 으로

사용되므로 필수 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재 출시되는 스마트폰 태블릿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들은 편의

기능의 제공을 하여 상기 기능들을 부분 탑재하고 있으며,제조사

운 체제에 따라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부분 동일한 종류의 디지털

센서를 통해 해당 기능들을 제공한다.본 연구에서는 부분의 기기에서

공통 으로 사용 가능한 속성만을 이용하여 일반 인 장비에서도 구 이

가능한 알고리즘 소 트웨어의 개발을 목표로 하 다.

소 트웨어의 경우 운 체제에 따라 기능의 제공 방법이나 사용

가능한 한계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사용되는 하드웨어가 유사하므로

랫폼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그러나 데이터베이스나 무선

송과 같은 일부 기능은 상이한 랫폼 사이에서 호환 는 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본 연구에서는 공통 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용하여 범용성을 높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상 기기로 iPhone 4와 iPad Air를

사용하 으며,해당 기기들의 사양은 Table 2.2와 같다.개발 상

기기는 동일한 OS를 공유하여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개발 코드를 공유할



-19-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개발에 사용된 내·외부 라이 러리

하드웨어는 다른 운 체제나 장비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범 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운 체제에나 기기 자체 특성 의한 연구 용

가능 범 결과의 변동을 최소화하고자 하 다.

Table2.2.Hardwarespecificationsofdevicesfordevelopment.

Specifications iPhone4 iPadAir

System-on-chip

(SoC)
AppleA4 AppleA7

RAM 512MBDRAM
1024MB

LPDDR2RAM

Screen

resolution

640×960pixels

(330ppi)

1536×2048pixels

(264ppi)

Camera
Rear:5megapixels

Front:0.3megapixels

Rear:5megapixels

Front:1.2megapixels

GNSS A-GPS A-GPS,GLONASS

Accelerometer 3-axisaccelerometer

Gyroscope 3-axisgyroscope

Communication

capacity

CDMA LTE

Wi-Fi,Blue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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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모바일 기기 표 센서의 종류 사양

일반 인 모바일 기기는 Table 2.3과 같이 여러 종류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해당 센서들은 랫폼이나 제조사에 계없이

표 으로 포함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온도계, 기압계 등을

추가 으로 탑재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측정 가능한 물리량의 종류가

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들은 랫폼 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의 차이를 보인다.

Table2.3.ListofsensorsandtheirfunctionsiniPhone4(afterLane

etal.,2010).

Name Functionality

Ambientlight

sensor

Measuresenvironmentallightingforadjusting

screenbrightness

Proximity

sensor

Sensesapproachofmaterialtoturnoffscreen

whileusingphonecallfunction

Camera Capturesimages(front/rear)

GNSS

receiver

Receivessatellitesignalsandcalculatescurrent

locationofdevice

Accelerometer
Measuresstrengthanddirectionofacceleration

appliedtodevice

Digital

compass

Measuresstrengthanddirectionofmagnetic

fieldneardevice

Gyroscope
Measuresrelativepitch,roll,yaw basedon

specificdeviceorientation

Microphone
Convertsanalogsoundwavetodigitalsignal

forrecording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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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가속도는 가속계를 통해 3축(x,y,z)에 한 크기와 방향을

측정할 수 있고,지자기장은 자력계 는 디지털 자이로스코 (digital

gyroscope)를 이용하여 강도와 방향을 알 수 있다.기기의 치 감지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비롯한 여러 GNSS를 SoC

(System-on-chip) 는 별도의 칩셋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조도 센서,

근 센서,마이크 등은 보조 기능의 개발에는 이용 가능하나 그 기능상

지질 구조의 측정이나 탐지와 같은 조사 련 기능에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 연구의 경우 력가속도와 지자기장의 방향 측정 기능과 그

성능이 지질구조 측정 기타 장 조사의 수행 가능 여부 그

정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때 가속계는 기기에

가해지는 력가속도를 포함한 가속도를 g(gravitationalforce)단 로

나타내며,자력계의 경우 지자기장을 포함한 자기장의 세기를 마이크로

테슬라(μT) 단 로 나타낸다. 각 물리량은 3축으로 측정되고,

일반 으로 기기의 면부 방향을 +z축으로 설정한다.x,y축은 화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배치되며,이를 그림으로 표 하면 Fig.2.3과 같다.

이처럼 센서의 축이 기기를 기 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모든 센서는 같은

축을 가지므로,센서 자료를 이용한 연산은 3차원 직교좌표계에서

별도의 변환 없이 수행할 수 있다.장비의 움직임이나 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속도 지자기장의 변화가 해당 좌표계 내에서의 3차원

벡터의 변화로써 감지되며,측정은 모든 방향에 하여 수행 가능하므로

이러한 측정값을 이용한 계산 결과는 장비의 자세나 방향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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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Standardsetupof3-axismobilesensors.

본 연구에서 개발 상으로 한 장비에 탑재된 센서의 규격을 Table

2.4에 정리하 다.디지털 센서는 그 특성상 측정되는 값의 크기에 따라

해당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Fisher,2010),가속도계의 경우 최

해상도가 0.9mg(g는 력가속도)로서 이 값은 정지 상태에서 센서가

받는 력가속도 크기의 0.1% 미만이므로 력가속도의 방향이나

크기를 측정하는 용도로는 충분한 것으로 단된다.자력계의 해상도는

최 0.285μT(microtesla)이며,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지자기장의 세기가

22μT 이상이고 최 값은 65μT 이상이므로(Finlayetal.,2010)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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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는 력가속도보다는 정교하지 못하나 자기 북극의 방향 측정에는

무리가 없는 수 이다. 한 빠르게 발달하는 센서 기술의 추세에 따라

더욱 정 한 측정이 가능한 가속계 자력계를 탑재한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으므로,하드웨어 특성에 의존하는 측정 정확도와 정 도는

향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속 으로 향상될 수 있다(Table2.5).

다만 이러한 센서들은 실제 설정이나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 있고,이때 발생하는 잡음의 크기 한 달라지므로 해당 센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경우 이를 실 기기에서 구

시험하여 정 도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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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Specifications ofaccelerometerand digitalcompass in

iPhone4(STMicroelectronics,2009;AsahiKaseiMicrodevices,2010)

Specification Accelerometer Digitalcompass

Name LIS331DLH AK8975C

Measurement

range
±8g ±1200μT

Max.sensitivity 0.9mg/LSB 0.285μT/LSB

Working

temperature
-40°C-85°C -30°C– 85°C

Requiredtimefor

ameasurement
N/A 7.3ms

Table 2.5.Specifications ofaccelerometerand digitalcompass in

iPhone 6s(Bosch Sensortec,2014;InvenSense,2014;AsahiKasei

Microdevices,2013)

Specification Accelerometer Digitalcompass

Name BMA280 MPU-6500 AK8963/C

Measurement

range
±16g ±16g ±4900μT

Max.sensitivity 0.244mg/LSB 0.0599mg/LSB 0.15μT/LSB

Working

temperature
-40°C-85°C -40°C-85°C -30°C-85°C

Requiredtimefor
ameasurement

N/A N/A 7.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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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기타 하드웨어 필요 사항

본 연구에서 개발 구 하고자 하는 지질 조사 소 트웨어는 센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가공,가시화 유·무선 송까지의

모든 단계를 포함한다.이 정보의 수집 가공에는 일정량의 장

공간과 처리장치의 연산 속도가 요구되며, 가시화를 해서는

평사투 도와 같은 작도 연산과 이를 화면에 출력하기 한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수십 GFLOPS를 상회하는 연산 속도를

가지며 본 연구에서 개발 상으로 한 iPhone4의 경우 처리장치의

연산 속도가 25.5GFLOPS로서(Aguetal.,2013) 술한 처리 단계의

수행에 있어 충분한 처리량을 갖는다.다만 센서 자료의 처리

가시화를 수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자료를 지속 으로 취득하거나 량의

연산처리를 수행하게 되면 처리 시간의 증가뿐 아니라 이에 따른 력

사용의 증가로 격한 배터리의 소모가 나타나게 되며(Liuetal.,2013)

이는 지질 조사의 수행 가능 시간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알고리즘

인터페이스의 개발 시 계산 횟수와 당 처리량에 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 공간의 경우 지질 구조의 측정 자료는 최 수 바이트 정도로서

매우 작은 용량만을 필요로 하며,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량의

시추공 자료가 탑재되는 경우에는 비교 많은 용량이 요구될 것으로

단되나 일반 인 모바일 기기의 용량은 16기가바이트(GB)이상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인 용량 확보가 가능하므로 용량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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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송은 모바일 기기만이 갖는 특수성으로,단거리 장거리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의 특성상 이러한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장에서의 자료 공유 는 조사 정보의 송 수신 등을 구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LTE(Long-Term Evolution),Wi-Fi.Bluetooth 등의 무선 기술이

탑재되며(Shiraz etal.,2013),이들은 표 으로 부분의 기기에

탑재되므로 랫폼에 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CDMA나 LTE 등을

이용한 장거리 통신은 이메일(e-mail)을 통한 자료 송, 원격

데이터베이스 속 등 다양한 부가 기술과 목이 가능하며,Wi-Fi는

앞선 기술들과 같은 용도로 사용 가능하나 이것은 약 100m 이내의

단거리 송 기술로서 네트워크로의 속을 한 AP(access point)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여 장 지질 조사에는 선택 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Bluetooth는 약 10m 이내의 거리에서 2개 이상의 장비 간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 가능한 기술로서,최 송 속도는 약 2Mbps(bit

persecond)로서 다른 기술보다 느린 편이나 상 으로 은 력을

소모하여(DeDominicisetal.,2013) 장에서의 측정 자료 취합이나

상호간 공유 등에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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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모바일 데이터베이스 체계

장 지질 조사는 일반 인 통신망의 송수신 가능 지역(coverage

area)뿐 아니라 지하 환경 등 어떠한 외부 네트워크와도 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주 수행된다.따라서 모바일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성은

환경에 따라 다르며,이는 조사의 수행 시 자료를 기록,보존하고

가공하기 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를 제한하게 된다.

모바일 기기에서의 자료 기록은 가장 기 인 텍스트 일 형태부터

온라인 계형 데이터베이스까지 다양한 방식이 사용된다.그러나

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로의 속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비

내에 자료를 보 하는 것이 일반 이며,이러한 경우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이나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과 같은

특정한 형식의 일을 사용하거나 다른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주로 사용되는 것에는 HTML5,SQLite

등이 있으며, 랫폼 자체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특정 랫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범용 소 트웨어의 개발에 있어

불리하다.

SQLite는 계형 데이터베이스 형식을 사용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개별

일의 형태로 리 가능하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 장 방식이다

(Mahmoud etal.,2012).SQLite는 모바일과 데스크톱에서 사용되는

부분의 운 체제에 기본 으로 탑재되어 있어 범용성이 뛰어나며,

이론상 단일 일의 크기가 140TB(terabytes)이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일이 20억 개 이상의 코드를 장할 수 있으므로(SQLite,2015)

모바일 시스템에서 기록을 해 사용할 경우 사실상 제한 없이 사용이



-28-

가능하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측정 자료의 기록 시추공 자료의 조회

등을 수행할 경우 많은 수의 자료를 추가하거나 검색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개별 일 형태로 수행할 경우 각 일의 유지 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상된다.이에 반해 SQLite는

SQL과 유사한 문법을 사용하여 단일 데이터베이스 일 내에서

명령어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일 구성으로 인한 부분

일의 손실이나 장 공간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어 상 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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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디지털 센서 취득 자료를 이용한 측정 가시화

알고리즘 개발

2.3.1.지질구조 측정 알고리즘 설계

모바일 기기의 편평한 면을 지질구조에 착하게 되면 해당 면의

경사각 경사 방향이 지질 구조의 그것과 같다고 간주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지질구조에 착되어 정지 상태에 있을 때 해당 기기에

내장된 가속계 자력계는 스마트폰의 자세에 따른 상 인

력가속도와 지자기장의 크기 방향을 원 (0,0,0)을 심으로

하는 3차원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게 된다. 물리 움직임이나

외부로부터의 자기 간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력가속도

벡터는 수평면에 한 법선벡터로,지자기장 벡터는 자북 방향을

지시하는 벡터로 간주될 수 있으며,이를 통해 지질구조의 경사각

경사 방향을 계산할 수 있다. 통상 으로 이들 벡터의 계산은

지질구조의 측정에서 수평 조정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특정 축이 실세계

좌표계와 동일하도록 고정하거나 실세계 좌표계로의 회 변환 후

계산하는 것이 알고리즘 고안 처리의 측면에 있어서 편리하나,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기 으로 한 상 인 좌표계에서 변환 없이

계산함으로써 어떠한 방향으로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계산을 피하여 하드웨어 자원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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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Structurediagram showingmajorcomponentsrequiredfor

calculatingorientationsofdevices.

면구조의 경사각은 Fig.2.4와 같이 기기의 Z축과 력가속도 벡터

G의 사잇각과 같다.스마트폰의 좌표체계 상에서 기기 화면의 반 방향

단 법선 벡터를 N(0, 0, -1)이라 하고, 센서 자료로부터 얻은

력가속도 벡터를 G(Gx,Gy,Gz)라고 할 때,경사각 d는 Eqn.2.1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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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n.2.1

이때 Gz는 화면의 력가속도 방향을 향하고 있으므로(Gz≦0)d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며(0≦d≦

),화면이 력가속도 방향을 향하여

Gz가 양의 값인 경우에는 법선 벡터 역시 화면 방향인 (0,0,1)을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d는 양의 값을 갖는다.이에

따라 정리하면 d는 Eqn. 2.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완 한

수평면에서는 Gz=|G|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경사각이 0이 되며,경사

방향의 계산을 무시할 수 있다.

  cos
 
  Eqn.2.2

측정하고자 하는 상이 선구조인 경우 평면의 경사각 측정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측정 시 어느 하나의 축이 수평면상에 치하도록 별도의

물리 조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기기면의 경사각이 아닌 단일 축의

경사각을 통해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 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가장 긴 선구조를 갖도록 설계되는 Y축

모서리를 측정하고자 하는 선구조에 착하여 측정하는 것을 제로

알고리즘을 설정하 다.이 경우 침강각 p는 Y축상의 단 벡터 L(0,-1,

0)과 력가속도 벡터 G의 내각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Eq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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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 
 


 cos 

 
 sin

 
 

Eqn.2.3

선구조의 침강각도 면구조의 경사각과 마찬가지로 Gy에 의해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며,이는 Y축이 반 방향으로 측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용되므로 최종 으로 Eqn.2.4와 같이 정리된다.

  sin
 

  Eqn.2.4

경사 방향은 주향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편리한데,이는 Fig.2.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G와 N의 외 T가 사면의 경사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을 지시하는 벡터,즉 사면의 주향을 나타내는 벡터와 같기

때문이다(Eqn.2.5). 한 지자기장의 복각(magneticdip)이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Finlay etal.,2010),수평면 상에서의 기 방향은 G×M을

통해 항상 수평면상에 치하며 방향각 

를 가리키는 벡터 E를

얻음으로써(Eqn.2.6)최소한의 계산으로 주향의 방향 α를 계산할 수

있다(Eqn.2.7).

  ×
 × 
 

Eq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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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qn.2.6

  cos
 

∙  Eqn.2.7

이때 α는 방향각 

를 기 으로 한 주향 벡터 T의 방향각이므로,

북향(방향각 0)을 기 으로 한 올바른 주향을 얻기 해서는 수평면상

사분면에서의 벡터의 방향에 따라 주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모든 계산이

기기의 상 좌표계에서 이루어져 부호에 따른 결정은 불가능하므로,

벡터 E에 한 사면의 상 경사 방향을 통해 주향을 계산할 수 있다.

먼 사면의 법선 벡터 N과 자북 방향 벡터 M의 외 을 통해 자북

방향에 한 경사 방향의 상 방향성을 나타내는 벡터 D를

계산한다(Eqn.2.8).

  ×
  × 
 

Eqn.2.8

다음으로 D와 G의 내각 β에 의해 경사 방향의 제 1,2사분면과 제 3,

4분면간 구분이 가능하다(Eqn.2.9).

  cos
 

∙ 
 cos 

 
Eq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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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계산한 α는 부호에 의해 주향의 제 1,2사분면과 제 3,

4사분면간의 구분이 이루어지며 주향의 크기는 경사방향보다 항상




만큼 작으므로,경사방향 n은 β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 된다(Eqn.

2.10).

 









    




  ≦ 




Eqn.2.10

여기서 d는 Gz가 음의 값인 경우에만 해당하며,기기의 화면이

하단에 치하도록 측정하는 경우 면구조의 법선 방향이 반 가 되므로

d의 값에 π만큼이 더해져야 한다.

선구조의 침강 방향은 주향의 계산과정과 동일하게 수행 가능하나,

이때의 단 벡터는 L을 사용하므로 침강 방향과 수직인 수평면상의

방향벡터 T′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Eqn.2.11).

 ′ ×
 × 
 

Eqn.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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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평사투 사면 안정성 분석 기법 용

평사투 법은 3차원상의 구조를 2차원 평면에 가시화하기 한

기법으로서, 리 등의 지질구조에 한 방향성과 빈도 분석에 리

이용되며 기존에 컴퓨터를 이용한 작도법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LisleandLeyshon,2004).본 연구에서는 지질 분야에서 가장 리

사용되는 등각투 법과 등면 투 법을 용하 으며,장미도표(rose

diagram)을 포함하여 측정 즉시 방향에 따른 빈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등각투 법과 등면 투 법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하반구투 법을 용하 다.

통상 으로 평사투 법을 용할 때에는 사면상의 리 구조를

측정하여 이를 디지털화한 후 데스크톱 소 트웨어로 분석을 수행하게

되나,본 연구에서는 장에서 측정 즉시 사면의 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평사투 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분석 기법을 도입하 다.

괴의 종류로는 평면 괴, 기 괴 도 괴를 상으로

용하 으며,분석 도구를 평사투 도구와 결합하여 평사투 법을

통해 측정 분석 결과를 필요한 방법으로 즉시 가시화할 수 있다.

가시화에 필요한 평사투 면의 작도 공식을 정리하면 Table2.6과

같다.해당 식들은 주어진 각도에서의 x와 y의 좌표에 한 식이므로,

일정한 작은 각도의 변화마다 투 을 계산하고 이를 선으로

작도함으로써 원 는 소원의 작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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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onmethod Greatcircle Smallcircleofangle2α

Equalangle

tan



tantansin sin

tan



tantansin cos

 coscos
cos sin

 coscos
cos cos

Equalarea

sintantansin sin

sintantansin cos



sincoscos

cos  sin



sincoscos

cos  cos

Table2.6.Equationsforstereographicprojections(afterLisle& Leysho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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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증강 실 가시화 기법 용 개발

증강 실은 컴퓨터를 이용해 가공한 음성, 상,기호 등의 가상

정보를 실세계 정보와 융합하여 사람의 인지 능력을 보조하는

기술이다(우종우와 이두희,2011).최근 모바일 기기의 화에 따라

부분의 증강 실 시스템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소 트웨어로 출시되어 있으며,본 기법은 시추공

정보를 실시간 상에 정합하여 인간의 시야에 시추공 정보가 표시되는

것과 같이 모사한 상을 제공함으로써 각 시추공의 치를 빠르게

악하고 속성을 표시하여 직 인 이해를 돕도록 하기 해

개발하 다.

본 기법의 주된 목 은 장에서의 즉각 인 3차원 가시화를 통해

수많은 시추공 자료를 별도로 지참하지 않고도 주 시추공의 치

지층,시료 등의 정보를 조회하여 장 조사를 보조하기 함이다.

부분의 시추공은 시추 후 특수한 목 으로 그 치가 특정 형태로

장에 명시되어 보존된 경우가 아니라면 장에서 해당 시추공의

치를 악하기가 단히 어렵다.따라서 상 내에 치한 특정

패턴의 인식을 통해 해당 치에 가상의 물체를 합성하는 방식의

증강 실 기법(feature-basedaugmentedreality)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 에 조사된 시추공의 치 기기의 상 치에 따라 가상의

투 면에 상을 가시화하는 치 기반 증강 실(location-based

augmentedreality)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치 기반 증강 실 기법은 이미 주차된 장소를 찾는 소 트웨어

등의 용도로 일상생활에 리 사용되고 있으며,본 연구에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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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한 근본 으로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 다.모바일 기기

상에서의 치 기반 증강 실 구 을 해서는 앞선 측정 알고리즘

개발에서와 같이 기기에 내장된 가속계와 자력계가 필요하며,

표시하고자 하는 상의 3차원 상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GNSS

신호를 항상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측정 기법과 다르다.

시 에서는 별도의 외부장비 없이 모바일 기기만으로 실내 는

지하에서 치를 정확히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 으므로,

본 기법은 다른 용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본 으로는 실외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제로 하여 용되었다.

시추공 자료를 가시화하기 한 증강 실 시스템의 주요 가시화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Fig.2.5).먼 기기에 내장된 GNSS수신기로부터

장비의 3차원 치를 수신하고,이를 통해 주변 시추공과의 상 좌표를

계산한다.일반 으로 시추공 기록에 사용되는 좌표는 TM과 같은 지역

평면 좌표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모바일 기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WGS84등의 지리좌표계로의 변환을 해서는 별도의 변환

알고리즘을 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는 센서 자료를 통해

재 카메라가 향한 방향을 계산하고,이 가시화 방향에 있는 시추공

좌표를 상 좌표계 내에 투 한다.마지막으로 해당 좌표를 화면에

투 하여 2차원 좌표로 계산하며,이 좌표는 카메라가 향한 방향을

기 으로 투 된다(Carmignianietal.,2010).이때 통상 인 치기반

증강 실 소 트웨어는 수직 표시 정확도보다 가독성을 우선하여

가상 인 카메라의 치를 실제 치보다 높은 곳으로 설정하여 가까운

곳의 좌표와 먼 곳의 좌표가 겹치지 않도록 하며,본 연구에서도 이를

선택 으로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39-

Fig.2.5.Structurediagram ofimplementingasimplelocation-basedaugmentedreality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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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질조사 지질정보 가시화 소 트웨어 개발

본 장에서는 배경 이론에 근거한 내용을 실 기기로서 구 하기 한

소 트웨어의 개발에 하여 설명한다.소 트웨어의 구조,구동 원리

자료의 흐름에 하여 설명하고,각 모듈의 구성과 인터페이스 기능

구성에 하여 설명한다.

3.1.소 트웨어 구조

본 소 트웨어는 각 수행 기능별로 나뉜 5개의 모듈로 구성되며,각

모듈은 지질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되 다수의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객체는 공유됨으로써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모듈 간의 자료 교환 등을 담당하도록 설계하 다.

Fig.3.1은 하드웨어를 포함한 체 시스템의 구조를 요약하여

나타낸다.그림의 화살표는 의존성을 뜻하며,화살표가 가리키는 객체는

화살표 출발 지 의 객체에 의존함을 뜻한다.모바일 장치의 하드웨어는

운 체제에 의해 조작되며 기기 내의 각종 센서,화면 표시 장치

통신 서비스 등은 모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라이 러리를 통해 근

가능하다.따라서 각 모듈은 필요한 기능을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부분 구조를 결합하여

소 트웨어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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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Overallstructureofthe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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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클리노미터 모듈

클리노미터 모듈은 센서 측정값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지질구조의 경사각 경사방향 등을 측정하고 이를 기록하기 한

모듈로서,지질조사 시에 사용되는 컴퍼스 클리노미터를 체한다.

본 모듈은 센서 취득값을 이용한 계산을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통하여 기록한다. 기록되는 자료에는 취득값과 치 등

데이터베이스에 직 기록되는 자료와 더불어 해당 구조에 한 사진

촬 자료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부분의

라이 러리에 의존성을 가지며,라이 러리 타 모듈과의 계 도표를

Fig.3.2에 도시하 다.

기존 지질 조사 시 컴퍼스 클리노미터를 사용하여 지질구조의

경사방향을 측정하기 해서는 특정 모서리를 지질구조에 착 후

본체에 부착된 수평계 등의 보조 기구를 사용하여 수평을 맞춘 다음

컴퍼스 바늘을 안정화시켜 측정하여야 한다.반면 본 모듈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 으므로

지질구조에 면이나 모서리를 방향에 계없이 착한 즉시 측정이

가능하다(Fig.3.3). 한 기존의 도구를 사용하여 경사각의 정 측정을

수행하기 해서는 별도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 으나,본 모듈에서는

이러한 측정 과정이 없이 동시에 계산토록 하여 빠른 측정이 수행되도록

구성하 다.측정된 자료는 로젝트 단 로 구성되어 기록되며,모바일

기기의 특성 상 측정 즉시 구 장되도록 하여 사용자 는 원 등의

문제에 의해 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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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Libraryandclassdependencydiagram ofclinometer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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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Demonstration ofmeasuring geologicalstructures using

mobiledevice.(a)measurementofalineation,(b)measurementofa

planarrock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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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경사각 경사 방향 측정은 기기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조물에 착된 상태에서 물리 안정 상태에 있을 때에만 계산하여

기록하여도 충분하나,이와 같이 구 할 경우 평상시 동작의 상태를 알

수 없는 단 이 발생하게 되며, 기록하지 않고 값의 크기만을

략 으로 확인하는 등의 보조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측정을 수행하는

모듈은 항상 센서 자료를 취득하여 계산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 구조물을 측정하는지의 여부와 계없이 기본 으로

지속 인 측정을 수행하도록 하 으나,필요 이상의 계산 수행은

로세서의 사용률 증가에 의한 력 소모를 야기하므로 당 측정

횟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Fig. 3.4a). 한 센서는 기기가 완 한 정지 상태에

있더라도 자체 인 신호잡음 교란 등의 이유로 인해 측정값의

진동을 발생시키는데,이러한 값의 진동은 일정 시간동안 측정한 값의

평균화를 통해 안정된 값으로 산출할 수 있으므로 최 100회의

측정값을 하여 평균화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제거하도록 하 다.

측정 횟수도 당 측정 횟수와 마찬가지로 1회의 측정에 필요한

시간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 값을 조정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Fig.3.4a).

일반 클리노미터의 경우 구조물의 측정 시 바늘의 움직임을 통해

주변의 진동 자기 교란으로 인한 측정값의 변동과 그 안정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실시간 측정값이 숫자로 직

표 되어 기존의 아날로그 표 에 비해 변화량을 직 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측정값의 안정화를 해 수행하는 평균값의

계산 과정에서 해당 값들의 분산(variance)을 계산하여 이 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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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토 로 변동의 정도를 수치화하도록 하 다.따라서 경사각

경사 방향의 측정 시 특정 분산 수치를 넘어설 경우 이를 경고하게

되면 값의 변화를 직 확인하지 않아도 값의 진동이 허용량을 넘었음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본 모듈에서는 평균값 계산 기능을

사용할 경우 지속 으로 안정 불안정의 상태를 표기하게 되며,

사용자가 설정한 허용 분산(기본 경사각 2°,경사 방향 5°)을 과할

경우 불안정 상태를 표기하도록 구 하 다(Fig.3.4b,c). 한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 시 특정 음향을 재생되도록 하여 화면을 직

확인하지 않아도 이를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 다.

장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지질 구조의 경사각 경사 방향 뿐

아니라 사진과 해당 지 의 치를 함께 기록하여 장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일반 이다.기존의 방법과 같이 측정 사진 촬 , 치 기록을

모두 별도의 장비로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은 보조 기록물을

함께 촬 하거나,조사 후 개별 자료들을 모두 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이러한 측정 작업 외의 추가 작업들이 조사 작업에

포함될 경우 실수나 오기에 의한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 자료마다 사진을

첨부할 수 있도록 소 트웨어를 구성하 으며,측정 시 기기에 내장된

GNSS수신기로부터 재의 치를 입력받아 함께 기록하도록 하 다.

측정된 자료는 모두 별도의 ID를 가지며 각각의 사진 GNSS좌표는

해당 ID에 응하므로 이를 장에서 직 확인할 수 있으며,추가 인

분석 수행 시 별도의 분류 작업이 불필요하다(Fig.3.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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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Userinterfacesofclinometermodule.(a)Mainscreenand

stabilityindicationinterface,(b)Optionscreen,(c)stabilitythreshold

settingscreen,(d)measurementlocation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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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구조 자료 가시화 사면 안정성 분석 모듈

가시화 분석 모듈은 클리노미터 모듈을 이용하여 측정한 리

구조를 즉시 가시화하고,사면 리면의 인자들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장에서 사용되는 사면 분석 기법을 신속하게

용하기 한 모듈이다.가시화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클리노미터

모듈에서 측정된 자료 동 모듈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되는 기기의

자세가 사용되며,계산 작도와 분석 결과의 송 외에 별도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라이 러리 는 API외에

별도의 특수한 기능은 필요하지 않다.

본 모듈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데스크톱 소 트웨어와 달리 측정

자료를 내부 으로 직 처리하여 가시화하므로 자료 이 가공 등의

단계가 불필요하며,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빠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한 사면 안정성 분석 결과는 별도의

그림이나 보고서 등이 아닌 가시화 결과에 우선 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지질 구조의 측정으로부터 분석 결과의 가시화까지에 필요한 단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 다.

측정 작업은 장비가 소형화될수록 작업을 수행하기에 용이한 반면,

가시화 작업은 장비의 크기가 화면의 크기와 비례하는 기기 특성상 이와

반 라고 할 수 있다.스마트폰의 경우 최근 화면의 형화 추세가

있으나 부분의 화면 크기는 6인치(15.24cm) 미만이므로(Kim and

Sundar,2014)기존의 기법을 용하기 이 에 가시화 분석에서의

가독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평사투 도는 일반 으로 원 소원을

2°의 간격으로 작도하여 지침선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용된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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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화면에서 이러한 지침선을 모두 작도하는 것은 가독성을

떨어뜨리며,직 작도를 수행하지 않고 가시화된 결과만을 참고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지침선의 유무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침선의 표시 간격을 결정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하 으며,해당 지침선은 가시화 분석의 어느 단계에서도 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필요에 응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최근 모바일

기기 종류의 증가에 따른 화면 해상도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미리 작도된 지침선이나 원의 그림을 사용할 경우 특정 해상도에서

정확한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이에 따라 작도는 실시간

요청에 따라 수학 으로 수행하되,지침선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복

연산을 피하기 하여 최 1회에만 좌표값을 계산 후 이를 이용하여

작도를 수행하도록 구성하 다(Fig.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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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Userinterfaceofvisualizationscreen.



-51-

지질구조의 측정 자료는 선구조와 면구조를 모두 포함하게 되며,이를

평사투 도에 작도할 경우 선구조는 침강각 침강 방향에 한

극 으로 표시되고,면구조는 반구에 투 된 원 는 해당 면구조에

수직인 선구조의 극 으로 표시된다. 한 면구조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리면이 만나 선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선구조의

극 으로 별도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이와 같은 구조들을 항상 모두

작도하여 표시할 경우 측정된 구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복잡한

가시화가 필요하여 가독성이 하될 수 있으므로, 추가 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측정된 지질 구조의 개수 가시화하고자 하는

구조가 무엇인지에 따라 가시화를 개별 으로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Fig. 3.6). 추가 으로 클리노미터 모듈로부터 재

기기의 사면각 사면방향을 실시간으로 입력받아 이를 원

극 으로 별도 표시함으로써 사면이나 지질구조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아도 입체투 도상에서 이를 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기능을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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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6.Interfaceofvisualizationandpartofanalysismodulewithoptions.

Fig.3.7.Interfaceofanalysismodulewith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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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분석은 사면의 경사각 경사방향과 불연속면의 마찰각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게 되며,이외의 인자는 모두 클리노미터 모듈에서

측정된 값과 해당 측정값으로부터 자동으로 계산된 교차선구조 등을

사용한다.본 연구에서 도입한 3가지의 괴 양상(평면 괴, 기 괴

도 괴)은 서로 발생원인 근거가 되는 지질 구조의 종류가

다르므로, 3가지의 괴 방식을 별도로 분석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되 사용자가 직 입력하는 인자는 통일하여 1회의 입력으로

나머지 분석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Fig.3.7,Fig.3.8a).

분석 시 괴 험 역 내에 치한 면구조 는 선구조는 실제

장에서의 작도법과 달리 투 면을 사용하지 않고 분석 후 결과를

기존의 평사투 도 가시화에 추가 인 이어로 강조하여 표 함으로써

정 한 험군의 구분 표 이 가능하다.분석 결과는 가시화된

결과와 함께 문자열로 작성된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 으며,

이를 빠르게 재 송 는 출력하여 통계 으로 재처리할 수 있으므로

추가 인 분석이나 세부 인 데이터를 통한 의사 결정에 사용할 수

있다(Fig.3.8b).가시화되는 분석 결과는 기존에 사용되는 장에서의

작도법 분석법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숙련자의 경우 별도의 참고 없이

즉각 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갖는다. 한 실시간 구조 표시

기능을 응용하여 재 기기의 사면각 사면 방향을 분석에 필요한

인자로 사용함으로써,사면의 공사 는 자연 침식에 따른 험도의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물리 조작으로 수행하여

직 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 다(Fig.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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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8.Userinterfaceforanalysis.(a)Stereographicprojectionofanalysisresult,

(b)textreportofthe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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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증강 실 가시화 모듈

증강 실 가시화 모듈은 실시간 카메라 상에 3차원 시추공 좌표를

투 하여 해당 시추공의 치를 직 으로 악하고, 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한 모듈이다.본 모듈은 센서,카메라,

지도,데이터베이스 좌표 변환 등을 모두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라이 러리에 의존 계를 가지며,각 라이 러리

내부 클래스 의존 계를 Fig.3.9에 도시하 다.

본 모듈에서 가시화되는 상은 카메라 촬 시추공의 상 좌표

계산,화면으로의 투 과 상 융합을 동시에 진행하여 제공하게 되며,

사용자가 해당 치를 바라보는 것과 유사하게 실시간으로 융합하여

상을 가시화하므로 기기를 움직이게 되면 화면에 나타나는 상이

움직임과 동시에 시추공의 좌표가 재계산되어 해당 시추공의 치를

악할 수 있다.이에 따라 처리장치에 많은 부하를 가져오게 되므로

모듈의 동작은 해당 모듈이 화면에 가시화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동작하도록 하 다.

모듈이 작동되면 GNSS를 통해 좌표의 수신을 수행하며,기기의 자세

주변에 치한 시추공 자료에 따라 상 정합과 가시화를 수행한다.

이때 수집할 시추공의 거리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지나치게 많은

시추공이 가시화되어 처리 속도 가독성이 심각하게 하될 수

있으므로, 재 치를 기 으로 하여 특정 거리 이내의 시추공만

표시되도록 기본 수행단계를 구성하고,해당 거리는 기본 1km으로

설정하되 최 10m부터 최 10km까지의 범 내에서 사용자가 조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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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9.Libraryandclassdependencydiagram ofaugmentedreality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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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표시되는 시추공은 의 형태로 가시화되는데,이 좌표에

근 한 형태로 시추공의 이름 는 별도의 구분 표식을 가시화할 경우

시추공 간 구분이 어려워 가독성의 하가 발생하 다.따라서 시추공의

이름은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상의 정렬된 공간에 이블(label)

좌표들을 투 하여 해당 좌표와 시추공의 치를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시화를 구 하 다.이 이블은 화면상의 고정된 공간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나,해당 방법을 사용할 경우 화면의 회 에 따라

지속 으로 화면상의 좌표 가시화 여부가 달라지는 증강 실 기법의

특성상 이블 목록 한 빠르게 변화하여 시추공의 구분이나 원하는

시추공의 선택이 거의 불가능하 다.따라서 이블 한 시추공의

좌표와 같이 기기의 움직임에 따라 회 는 이동하도록 하여 이블이

때에 따라 다른 공간에 가시화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직 인

가시화를 구 하 다. 한 다수의 시추공이 가시화되어야 하는

시스템의 특성상 각 시추공을 방 각에 따라 15도씩 분할하여 방향과

아래 방향으로 번갈아가며 치시킴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 다(Fig.3.10).

Fig.3.11은 특정 시추공을 선택하 을 경우 나타나는 시추공의 정보

표시 방법을 나타낸다.각 시추공 자료는 일반 정보와 심도 정보로

구성되며,지층이나 시료 등과 같은 심도 정보는 별도의 테이블에

장되므로 이러한 자료를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하여 표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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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0.Maininterfaceofaugmentedreality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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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Userinterfacesofdetailedboreholedatavisualization.(a)Generalinformationsofselected

borehole,(b)depthinformationincludinglayerinformationandtest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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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지도 가시화 모듈

지도 가시화 모듈은 측정 치 시추공 자료의 치 등을 장에서

2차원의 지도상에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로서,별도의 독립된

인터페이스가 아닌 다른 인터페이스의 일부분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하여 측정이나 탐사 등의 작업 수행 에 해당 지 의 정확한

치를 지도상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클리노미터 모듈의

경우 수행된 측정 자료를 해당 지 의 ·경도 정보와 함께 장하므로

지도에 해당 치를 표시할 수 있으며,증강 실 모듈은 모든 시추공

자료의 치가 사 에 탑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치의 표시가

가능하다(Fig.3.12a,c).

한 지질 조사의 수행 시 지표 지질의 이해를 해 지질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질도 일을 사 에 탑재하여 장에서 지질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지질도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에서

범 하게 사용되는 KML(keyholemarkuplanguage)형식을 사용하여

탑재된 자료를 선택하면 별도의 설정 없이 지도에 추가 이어로서

표시된다.최근 모바일 기기에 기본 탑재되는 지도는 회 ,기울임 등의

작업을 지원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측정 지 이나 지질도 등을 표시하면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표시할 수 있으며,표시된 지 을 선택하여

추가 인 세부 정보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 다(Fig.3.12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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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Interfaceofmapmodule.(a)Mapshowinglocationswhereorientationsofgeologicalstructures

aremeasured,(b)geologicmapselectionscreen,(c)mapshowinglocationsofboreholeswithselected

geologic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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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모듈

본 모듈은 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리,기기 간 자료의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한 자료 송,자료의 내보내기 기능 등 자료의 리를

한 기능들을 종합 으로 수행한다. 데이터베이스 운용을 한

라이 러리는 SQLite를 사용하 으며,Fig.3.13에 본 소 트웨어 체에

걸쳐 수행되는 자료의 흐름을 간략히 도시하 다.본 연구에서 지질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기본 으로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자료에

근거하며,이러한 센서 자료는 계산 가공 등을 통해 각 모듈에서

사용되거나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통해 기기 내에 구 으로 장된다.

장된 데이터는 필요 시 다시 각 모듈로 송되어 사용되며,이와 같은

자료의 순환 구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시에 사용 는 가공할 수

있다.

리면 측정과 같은 장 자료 수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업을

통해 빠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이때 여러 작업자가 측정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그 목 을 달성할 수 있다.일반 으로 이러한 작업은

장 측정 작업이 종료된 후 취합하여 수행하게 되나,본 모듈에서는

서로 다른 기기로 측정한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여 장에서 즉시 송 수신할 수 있도록 하 다.지질 조사

작업은 휴 폰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미개발 지역이나 지하 산

등에서 수행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별도의 통신망이나 서버가 요구되는

송 기술은 본 연구에 용하기에 부 합하다.반면 블루투스는

범용 으로 탑재되어 있는 표 근거리 자료 송 기술이며,자료를

송함에 있어 유선 이블이나 Wi-Fi,3G/4G 등의 타 네트워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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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지 않으므로 작업을 수행하는 치에 계없이 업을 수행할 수

있다(Fig.3.14c,d).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 트웨어의 경우 지질 조사의 측정 단계부터

분석까지의 통합 인 조사 수행을 모두 수행 가능하나, 장 분석이

아닌 수치해석 등의 실내 자료 분석이 필요한 경우 수집된 자료를

데스크톱 등에서 사용 가능한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여야 한다.따라서

수집된 자료 체를 CSV(commaseparatedvalue)형식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본 모듈에 추가 으로 구 하 으며(Fig.3.14b),이 형식은

콤마로 분리된 목록 형태의 문자열 일로서 다양한 소 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목 에 따라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

내보내기를 수행하는 경우 목 에 따라 숫자 형식이나 자료의 기재 방식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가공을 최소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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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Simplifieddataflow diagram ofthe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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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4Datasharinginterfaces.(a)Buttonsforperformingthreekindsofoperations,(b)sender-side

screenofBluetoothsharingfunctionshowingprojectsfortransmission,(c)receiver-sidescreenwhile

performingBluetoothsharing,(d)dataexport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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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 트웨어 장 용 정확도,정 도 평가

4.1.경사각 경사방향 측정

본 연구에서 구 된 클리노미터 모듈의 용성을 평가하기 하여

경사각 경사방향 측정에 한 정 도 정확도 시험을 수행하 다.

정 도의 경우 실내에서 동일 자세에서의 반복 측정을 통해 측정하 고,

정확도는 특정 경사각 경사방향을 갖도록 설치한 인공 구조물의

측정을 통해 수행하 다. 한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장비와의 측정값 차이를 정량 으로 측정하기 하여 야외 지하

환경에 치한 실제 지질 구조를 상으로 측정 시험을 수행하 다.

정 도 시험은 물리 인 진동이나 자기장의 교란 등이 없는 안정된

실내 환경에서 수행하 다.장비를 총 16가지의 각기 다른 경사각

경사 방향을 갖도록 물리 으로 배치하고,각 자세에서 값이 안정된

이후 1,000회씩의 측정을 수행하 다.측정 결과의 분석은 측정된

자세별로 나 어 수행하 으며,경사각 경사방향에 한 총 32개의

표 편차를 구하 다.계산 결과 경사각은 최 0.122°의 표 편차를

보 으며, 최소값은 0.096°로 나타났다. 경사 방향의 경우 최소

0.849°에서 최 3.004°의 표 편차를 보 는데,이는 경사 방향의

계산에 서로 다른 2개의 센서 자료가 사용되어 두 센서의 배경 잡음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며,자력계의 잡음이 가속계보다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평균값과 앙값의 차이는 경사각에서 최 0.015°,

경사 방향에서 최 0.130°로서 자료의 편이는 무시할 수 있는 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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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었다.측정값의 최 분해능은 경사각의 경우 약 0.1°,경사

방향은 약 0.5°로 평가된다.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각 1,000개의

측정값을 모두 사용하 을 경우에 한하며,실제 지질 조사의 경우

계산에 필요한 값의 개수를 증가시킬 경우 측정 시간 한 증가하므로

이를 정 수 으로 조 할 필요가 있다.측정에 사용되는 값을 5개로

축소할 경우 표 편차는 경사각에서 최 3.34°까지 증가하 으며,경사

방향은 5°이내에서 변동하 다.값의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표 편차는

감소하 으며,50개로 증가시켜 측정하 을 때 표 편차는 경사각

경사방향 모두 평균 1° 이내로 감소하 다.이 경우 측정 시간은

2.5 로서 기존의 측정 기법에 비해 빠르게 측정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요구 정확도에 따라 최소 2개에서 최 100개까지의 개수를 변경

가능하도록 설정된 클리노미터 모듈 인터페이스 내 조정 가능 수치는

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확도의 측정은 총 7개의 각기 다른 경사각 경사 방향을 갖도록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된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Fig.4.1).

해당 인공 구조물은 자기 간섭 진동이 없는 실내에 설치하되 본

구조물을 이용한 선행 연구(한정훈과 송재 ,2007)에 제시된 참값과

동일한 방향을 갖도록 하 다.각 면의 측정은 서로 다른 자세로 5회씩

수행하 고,매 측정에 앞서 장비를 회 하여 자기 편이를 제거하도록

하 다.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값은 선행 연구에 제시된

참값과 비교함으로써 오차를 계산하 다.다만 기존에 제시된 참값의

검증 과정에서 3번 면구조의 경사각이 기존의 값(51°)과 많은 차이를

보 으므로,동일한 시험자가 컴퍼스 클리노미터를 이용하여 10회 반복

측정한 경사각을 참값으로 간주하 다(Table4.1,Table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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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fstructure I II III IV V VI VII

Dipdirection

(degrees)
111 128 205 132 32 92 271

Dip(degrees) 71 58 47 90 90 58 45

Fig.4.1.A photoandasketchofartificialstructures(afterHanand

Song,2007).

Table4.1.Orientationsofartificialstructures(afterHanandSo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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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Orientations of artificialstructures measured with a

smartphone.

No. Target

Dip (degrees) Dip direction (degrees)

Measured
value

Error
Measured

value
Error

1 I 71 0 109 -2

2 I 70 -1 109 -2

3 I 71 0 109 -2

4 I 70 -1 107 -4

5 I 71 0 110 -1

6 II 58 0 132 4

7 II 59 1 126 -2

8 II 59 1 129 1

9 II 60 2 121 -7

10 II 58 0 129 1

11 III 47 0 200 -5

12 III 47 0 202 -3

13 III 47 0 203 -2

14 III 47 0 198 -7

15 III 47 0 210 5

16 IV 90 0 132 0

17 IV 90 0 127 -5

18 IV 90 0 124 -8

19 IV 90 0 129 -3

20 IV 90 0 130 -2

21 V 90 0 31 -1

22 V 90 0 35 3

23 V 90 0 31 -1

24 V 90 0 27 -5

25 V 90 0 29 -3

26 VI 58 0 94 2

27 VI 58 0 92 0

28 VI 58 0 90 -2

29 VI 59 1 86 -6

30 VI 59 1 89 -3

31 VII 44 -1 267 -4

32 VII 43 -2 2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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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arget

Dip (degrees) Dip direction (degrees)

Measured
value

Error
Measured

value
Error

33 VII 44 -1 268 -3

34 VII 43 -2 272 1
35 VII 44 -1 274 3

Average -0.09 Average -1.80

정확도 시험 결과 경사각의 평균 오차는 -0.09도,경사 방향의 경우

-1.80도의 값을 보 다.특정 경사각 는 경사방향에 한 오차의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경사각은 부분의 경우에서 오차가 측정

한계 이하의 값을 나타내거나 1도 이내의 오차를 보여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인 반면,경사 방향은 지속 인 보정을 수행하 음에도 최

8도의 오차를 보 다.경사 방향에서 더 큰 평균 오차를 보이는 것은

정 도 시험에서 경사 방향의 측정값이 더 큰 표 편차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단된다.매 측정 시 자기 보정을 수행하 음에도

인 한 시기에 취득한 측정값들이 유사한 경사 방향의 오차를 보이는

것은 각 자기 보정의 결과가 다음 자기 보정을 수행할 때까지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본

시험의 경우 외부 자기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수행하 으므로

체 으로 은 오차를 나타내었으나,실제 측정 환경에서는 철제

구조물이나 선 등에 의한 여러 간섭이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기 보정 내용이 지속 으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속

구조물에 근 한 상태에서 측정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에 따라 최 60도

가량의 방향각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Yow etal.,1982)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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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이러한 외부 요인을 제거하거나 일정 거리를 두어 측정을

수행해야 하지만,자기 간섭은 기기 자체를 구성하는 부품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특히 속 재질의 구성물이나 CPU와 같은 칩셋에 의해 크게

발생한다(ShahparniaandRamahi,2004).자기 간섭의 크기와 방향은

상황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이러한 간섭을 지속 으로 보정하지

않고 조사를 수행할 경우 측정 자료 이로부터 분석된 자료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므로 보정은 시간의 경과 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수행해야 함이 바람직하다(Bartholdetal.,2011).

기존 컴퍼스 클리노미터와의 측정값 차이 비교를 한 장 시험은

야외 환경에서의 시험과 지하 산에서의 시험을 각각 수행하 다.야외

시험은 서울 학교 내에 치한 노두에서 측정하 으며,통신망 성

신호의 수신이 모두 가능한 지역에서 수행하 다.측정은 총 40개의

구조물에 하여 수행하 고,동일한 지 을 클리노미터 모듈 기존의

컴퍼스 클리노미터로 각각 측정하여 측정값의 차이를 비교하 다(Table

4.3).기존의 클리노미터 장비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분해능이 약

0.3도로 평가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분해능을 유지하기 하여 10개의

값을 하여 측정하되,자기 간섭 보정이 완료된 후 값이 모두

되어 안정된 상태에서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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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Orientations ofgeologicalstructures measured with a

smartphone and a conventionalcompass-clinometerin an outdoor

environment.

No.
Dip (degrees) Dip direction (degrees)

Smartphone Clinometer Difference Smartphone Clinometer Difference

1 47 48 1 330 328 2

2 26 27 1 118 121 3
3 38 38 0 237 241 4

4 54 55 1 245 247 2
5 42 49 7 194 193 1

6 47 48 1 221 225 4

7 51 53 2 40 39 1
8 64 67 3 115 112 3

9 9 14 5 340 334 6
10 42 44 2 181 180 1

11 39 41 2 162 167 5
12 12 13 1 287 287 0

13 56 58 2 238 244 6

14 36 36 0 147 154 7
15 7 8 1 109 109 0

16 36 43 7 214 217 3
17 57 58 1 154 152 2

18 68 69 1 47 43 4

19 31 31 0 149 149 0
20 65 65 0 8 5 3

21 23 23 0 146 144 2
22 12 13 1 129 128 1

23 34 36 2 54 50 4
24 58 59 1 123 125 2

25 66 66 0 206 208 2

26 19 20 1 213 215 2
27 75 73 2 30 33 3

28 63 65 2 195 194 1
29 71 72 1 341 342 1

30 46 47 1 182 181 1

31 31 32 1 139 137 2
32 88 90 2 234 2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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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3.(Continued).

No.
Dip (degrees) Dip direction (degrees)

Smartphone Clinometer Difference Smartphone Clinometer Difference

33 27 28 1 302 299 3

34 64 66 2 200 205 5

35 18 22 4 265 269 4
36 61 61 0 200 205 5

37 71 72 1 35 37 2
38 67 68 1 167 167 0

39 61 63 2 242 249 7
40 74 79 5 208 209 1

　 Average 1.70 Average 2.63

Standard deviation 1.71 Standard deviation 1.93

야외 시험 결과,기존 측정 장비와의 값 차이의 평균은 경사각

1.70°,경사방향 2.63°로 측정되었다.Fig.4.2은 표에서 나타난 두

값의 상 계를 도시한 것이다.Fig.4.2a와 Fig.4.2b는 각각 경사각과

경사 방향의 상 계를 나타내며,일부 측정에서 최 7°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체 인 경향성 측면에서 볼 때 두 장비의 측정값은

부분 일 된 동일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Fig.4.2c와 Fig.4.2d는 두 장비의 측정값 차이를 값이 아닌 단순

차이로 계산하여 도시한 것이다.경사각의 경우 차이에 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으나,경사 방향에서는 측정된 구조의 경사방향에 따라 약

10도의 범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해당

경향성은 주기 인 형태를 띠고 있어 특정 방향으로의 자기 간섭을

암시하고 있으며,이는 운 체제에 의해 처리되는 자력계의 편향

보정이 완 하지 않거나 환경에 따른 자기 간섭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지자기장의 측정값에 지속 인 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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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에서는 지속 으로 방향에 한 물리 인 회 을 통해 보정을

수행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이는 자기 간섭의 방향이 일정함에도 이를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측정 상의 특성이나 측정 당시의 기기 상태로

인한 자기 간섭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다.

Fig.4.2.Plots showing correlations between values measured in

outdoorenvironment.(a)Correlationofdipanglebetweenthevalues

measured with clinometer module and conventional

compass-clinometer,(b)correlationofdipdirection,(c)differenceof

dipangle,(d)differenceofdip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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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비와의 비교를 한 실내 측정은 강원도 삼척시에 치한

제2연화 산 갱내에서 수행하 다.측정 장소는 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에 치하여 통신 성 신호가 모두 수신되지 않는 지 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총 21개의 구조물을 상으로 측정하 다.측정에

필요한 기타 인자 시험 방법은 야외 실험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수행하 다.

지하 시험 결과 두 장비 간 평균 측정값의 차이는 경사각 2.57°,경사

방향 4.57°로 나타났다(Table4.4).이는 야외 시험의 결과보다 2°가량 큰

값이나,이는 특히 측정값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7번,9번,12번 등의

측정값에 의한 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Fig.4.3a와 Fig.4.3b에서

나타나듯 두 장비로 측정된 값의 상 계는 야외 시험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거의 일치하므로,인공 인 발 로 인해 생성된 거친

갱벽에 의해 동일 지 을 측정하 음에도 각도가 다르게 측정되어 측정

오차가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한 장에서 나타나는 지질 구조가

부분 높은 경사각을 갖고 있어 측정 결과 한 편 된 결과로

나타났으며,이때 각도가 높을수록 민감도가 낮아지는 센서의 특성 한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조물의 방향각에 따른 값의 경향성은 본 시험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았다(Fig.4.3c,d).이는 자기 간섭이 향을 미치는 정도가 환경에

따라 큰 것을 뜻하며,지하 환경의 경우 갱내에 체 으로 향을 미칠

만한 인공 구조물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지하 환경에서의

측정은 셀룰러망 등의 네트워크 연결성과 무 하게 수행 가능하 으며,

이메일 등의 네트워크 의존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야외에서와

동일하게 작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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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Orientations ofgeologicalstructures measured with a

smartphoneandaconventionalcompass-clinometerinanunderground

environment.

No.
Dip (degrees) Dip direction (degrees)

Smartphone Clinometer Difference Smartphone Clinometer Difference

1 71 71 0 183 183 0

2 80 80 0 189 187 2

3 86 88 2 252 248 4

4 81 88 7 13 8 5

5 84 80 4 172 175 3

6 71 67 4 247 240 7

7 80 70 10 190 183 7

8 67 70 3 9 7 2

9 81 85 4 179 165 14

10 67 70 3 189 192 3

11 79 80 1 108 106 2

12 28 30 2 348 333 15

13 88 89 1 206 204 2

14 89 90 1 268 268 0

15 65 65 0 40 45 5

16 86 84 2 184 189 5

17 75 67 8 51 55 4

18 78 77 1 281 289 8

19 89 89 0 75 75 0

20 89 90 1 237 231 6

21 88 89 1 235 229 6

22 88 89 1 42 38 4

23 74 77 3 49 50 1

　 Average 2.57 Average 4.57

Standard deviation 2.66 Standard deviation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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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Plots showing correlations between values measured in

undergroundenvironment.(a)Correlationofdipanglebetweenthe

values measured with clinometer module and conventional

compass-clinometer,(b)correlationofdipdirection,(c)differenceof

dipangle,(d)differenceofdip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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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방향의 측정에 사용되는 자력계는 이론 으로는 외부 는

내부 요인에 의한 자기장 간섭이 완 히 보정된 상태에서 측정이

수행되어야 한다.이를 해 모바일 운 체제에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비정상 인 외부 자기 간섭이 감지될 경우 이를 보정해야 함을

사용자에게 알림으로써 물리 으로 기기를 회 하여 보정을 수행하도록

한다.그러나 이러한 보정 알림은 심각한 오차가 감지되었을 경우에만

발생하므로,일정량 이상의 간섭량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간섭이 센서

자료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측정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 알고리즘은 이론상 장비를 어느 자세로

치시켜도 측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따라서 고정된 평면에

기기가 착된 채 회 할 경우,기기의 경사 방향은 바 지 않으므로

항상 일정한 값이 계산되어야 한다.그러나 실제로 안정된 실내

환경에서 시험을 수행한 결과, 보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기의 상단 방향(+y방향)에 따라 주기 으로 10°이상의

심한 오차가 발생함을 발견하 다.이러한 오차는 기기를 3회 가량 8자

방향으로 회 하여 물리 보정을 수행함으로써 1°미만으로 축소가

가능하 으나,측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기 간섭의 크기가

운 체제에 의해 히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 알림이 발생하지

않았다.

자기 간섭은 모바일 기기의 속 내부 회로에 의한 자기장 변동과

외부 환경 등에 의해 지속 으로 변화하므로,측정을 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도 보정을

미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는 측정 시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나,1회의 보정에 필요한 시간은 약 3 미만으로서 기존의 컴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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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노미터를 사용한 측정 시간에 비해 비교 짧기 때문에 체 측정

시간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된다. 한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 인 기기를 사용하여 운 체제나 제조사 등에 계없이 용이

가능한 소 트웨어를 연구의 목표로 하 으므로 장비에 기본 으로

탑재되는 자력계를 사용하 으나,내부 자기장의 향을 받지 않도록

장비 외부에 별도로 자력계를 연결하여 사용한다면 장비 내부의

자기장에 의한 효과와 외부 자기장에 의한 효과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단일 센서에 비해 더욱 정확한 보정 측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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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사면 안정성 해석

안정성 분석 모듈의 용 평가는 울릉도의 해안을 따라 치한

노두를 상으로 수행하 다.울릉도는 화산 기원의 섬으로서 해안

도로를 따라 치한 부분의 암벽이 경사각도 55도 이상의 매우 한

경사로 되어 있으며 불연속면이 다수 발달해 있어 용 상으로 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 상에 한 불연속면의 측정은 울릉도 내 총 16개 지 에

존재하는 노두에 하여 2명의 조사자가 각자의 장비로 클리노미터

모듈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Fig.4.4a).암반 사면의 붕괴를 분석하기

하여 필요한 각 사면의 경사각 경사 방향 한 면구조를 측정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 고,각 사면은 표 측정 지 을 임의로

정하여 촬 을 수행함으로써 사진 정보를 함께 장하 다. 한 슈미트

해머를 사용한 압축강도 측정치 노두 상태, 리 간격 등에 한

조사 정보를 클리노미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측정 자료에 함께 기록하여

추후 실내에서 자료를 이용할 경우 별도로 옮겨 기록하지 않도록

하 다.

안정성 분석 수행은 구 된 모듈을 통해 평사투 도 화면에서

3종류의 괴 양상에 해 각각 수행하 다(Fig.4.5).분석 화면에

표시된 붉은 은 해당 지질구조가 험 역에 속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리면에서 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 으로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단일 리면이 아닌 리군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므로 단일 구조들의 정보만으로는 험도를 평가하기

어려우나,본 모듈에서는 괴 험 역에 속하는 구조가 강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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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며, 체 리면 얼마의 리면이 괴 험 역에

속하는지에 한 정보를 보고서를 통해 통계 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붕괴 가능 사면을 산출할 수 있다.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산출한 결과를 Table4.5에 정리하 다.총 16개의 측정 지 6개의

사면에서 평면 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 으며,9개의

사면에서는 기 괴의 가능성이 상되었다. 도 괴의 경우 어느

지역에서도 해당 괴 역 내에 치하는 리군이 존재하지 않았다.

Fig.4.4.MapofthesitesforanalysisprojectofUlleung-D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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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Resultsoftherockslopestabilityanalysisfrom Site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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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o.

Geographical coordinate Rock slope failure type

Latitude Longitude Plane failure Wedge failure

1 37.4710 130.8850

2 37.4712 130.8850 √ √

3 37.4603 130.8650

4 37.4603 130.8650 √ √

5 37.4736 130.8140 √ √

6 37.4737 130.8140 √

7 37.4736 130.8140 √

8 37.5103 130.8080

9 37.5136 130.7970 √

10 37.5465 130.8980 √ √

11 37.5460 130.8970 √

12 37.5464 130.8980

13 37.5459 130.8970 √ √

14 37.5411 130.9120

15 37.5415 130.9130

16 37.5413 130.9120 √

Table4.5.StabilityanalysisofrockslopesinUlleung-Do,Korea.



-84-

이상의 측정,암석강도 등의 수치 기록 사진 촬 ,가시화,분석

작업을 모두 포함한 작업 시간은 평균 으로 사면 당 12분이

소요되었다.측정지 간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총 16개 지 에 한

173개의 지질 구조 측정에 약 3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부분의 작업

시간은 측정 상 불연속면을 선정하는 작업에 소요되었다.하나의

구조를 측정하는 시간은 2 미만이 소요되었고, 체 작업 시간

에서는 약 10%가 측정에 소모되었다.

기존의 컴퍼스 클리노미터의 경우 해당 장비를 5년 이상 사용한

경력자가 하나의 구조에 해 경사각 경사 방향을 측정하기 해서는

평균 으로 약 35 가 소요되었으며,측정된 값의 기록을 해서는

5.5 가 필요하 다.따라서 기존에 사용되는 측정 도구를 모바일 장비로

체할 경우 각 측정 기록에 필요한 시간의 95.1%를 단축할 수 있다.

입체투 을 이용한 측정 결과의 가시화 사면 안정성 분석의 경우

휴 용 컴퓨터와 상용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장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기 해서는 측정 결과의 입력을 수행하기 해 측정값 당 3.3 가

필요하 으며,장비의 비 소 트웨어 운용에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자료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일부 작업을 다시 수행해야

하므로 소요 시간은 이에 비례하여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본 장 조사를 동일한 인원이 기존의 측정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 을 경우 총 조사 시간은 약 55분이 연장되었을 것으로

상되었으며,이는 지질구조의 측정 분석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 을 때 총 조사 시간의 24%가량을 단축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시추주상도 지질도 등을 이용한 사

조사가 포함되는 경우 시간 편익은 더욱 증가하는데,이는 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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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추공별 치 탐색 별,해당 치에서의 시추주상도 조회 등에

필요한 작업 단계 각 작업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제거하거나 크게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기존에 이미 리 보 되어 있는 장비를 통해 장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조사비용에 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기존의 방법을

통해 조사를 수행하기 해서는 컴퍼스 클리노미터,GPS 수신기,

카메라,휴 용 컴퓨터 소 트웨어 등의 여러 장비 도구가

요구된다.이러한 장비들과 모바일 기기의 각 고유 기능 편의성은

서로를 완 히 체하지 못하므로,각 조사의 수행을 해 필요한 장비

소 트웨어들의 최소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비교를 수행할 수

있다(Table4.6).각 조사 단계에 필요한 장비를 하나만으로 한정하고

모든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모바일 기기를 통한 조사 작업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약 88% 감된 비용으로 수행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높은 보 률로 인해 다수의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사용 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비용에 한 효율성은 더욱 증가될 수

있다.

시간 비용에 한 장 은 각각의 개별 도구의 측정 속도가 기존의

장비보다 빠르고 조사 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감된다는

이외에도,일련의 조사 도구를 일원화하여 작업 흐름을 통일함으로써

장 조사를 능률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갖는다.측정

분석 단계에서 본 소 트웨어가 갖는 이러한 장 을 Table4.7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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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6.Minimum estimatedbudgetformeasuringgeologicalstructuresandanalysingslopestability.

Conventionalmethod Suggestedmethod

Purpose Requiredequipment Name Price(￦) Requiredequipment Name Price(￦)

Structure

measurement
Compassclinometer

EyeskeyPocket

PlasticTransit

GeologicalCompass

27,000

Mobiledevice iPhone4 111,600

Location

tracking
GPSReceiver

MagellanPersonal

Pioneer
23,500

Photo

taking
Camera

Fujifilm Finepix

E550
10,400

Computing Laptop HPDV2000 90,000

Stability

analysis
Analysissoftware DipAnalyst 763,700

Total 914,650 Total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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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7.Advantagesofmeasurement,in-situprojectionandanalysis

usingmobiledevice.

Requirementsand

investigationsteps

Conventional

investigation

Investigationusing

mobiledevice

Compassclinometer

Preparedseparately Integrated

Stereonets

Recordingdevice

GNSSdevice

Camera

Horizontaladjusting

whilemeasure

Manuallyperformed,

separatedsoftware

and/orhardware

worksarerequired

Automated,

configurationis

optional

Acquisitionofcurrent

location

Mappingofmeasured

locations

Digitalizationof

measurementdata

Stereographicor

statisticalprojection

Structural calculation

foranalyses

Classificationof

investigationresults

Datasharing

Another

communication

deviceisrequired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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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시추공 자료 조회 등록

증강 실 모듈의 시험은 서울 학교 캠퍼스 내(동경 126°57′07″,

북 37°27′16″)에서 iPad 기기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모듈의

시험을 해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남한 역에 분포된 100,239개의

시추공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실제 자료를 사용하 으며, 본

데이터베이스에는 총 369,465개의 지층 자료와 112,206개의 시료 자료

728,637개의 시험 자료를 탑재하고 있다.데이터베이스 일의 크기는

112.7MB이므로 평균 으로 하나의 시추공 당 약 1킬로바이트의 장

공간이 소모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시험 검색 반경은 1,000m로 설정하 으며,검색 시간을 측정하기

하여 8,000m까지의 범 내에서 검색 반경을 증가시키며 다수의

검색을 수행하 다.먼 시험 치에서 기본 검색 반경으로 검색 시

144개의 시추공이 검색되었으며, 이는 데스크톱 데이터베이스

소 트웨어를 통하여 수동 방법으로 조회한 결과와 동일하 다.

시추공의 검색 처리,가시화에 이르는 총 처리 시간은 검색 반경의

증가에 따른 검색 결과의 개수에 비례하 다.일반 으로 사용되었을

때를 가정한 기본 검색 반경에서는 1 미만의 처리시간이 필요하 으며,

최 8,000m의 검색 반경에서 1,554개의 시추공이 검색되었을 때

7.4 가 소요되어 평균 으로 시추공 당 3.7ms의 시간이 처리

가시화 단계에 소요되었다.

치 정확도는 내장 GNSS 수신기를 통해 획득한 재 치의

정확도에 크게 좌우되었다. 측 가능한 성의 개수가 많은 야외

환경의 경우 평균 ±7m의 치 정확도를 보 다. 성 신호가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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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이 불가능한 실내 등의 지역에서는 모바일 운 체제에서 보조 인

치 결정 기법을 자동으로 사용하게 되나 해당 방법의 정확도는 평균

±60m로서 정확도가 매우 낮아 보조 으로만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

보인다.

기기가 상 시추공 방향을 정확히 향하고 있을 경우의 표시

정확도는 앞선 클리노미터 모듈에서의 경우와 같이 자력계의 보정

수 에 따라 정확도가 변화하 다.시추공과의 거리가 50m일 때에는

최 15도의 오차를 보 으며,보정 상태에 따라 해당 오차는 0도까지

감소 가능하 다.그러나 실제로 장에서 시추공이 치한 지 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정의 상태를 직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본 모듈

한 주기 인 자기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 본 모듈의

경우 작동 화면의 구성과 그 이용법이 매우 단순한 데 비해 장 지질

조사에 필요한 량의 자료를 통합하여 탑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

자료를 직 으로 가시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조사자가

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자료의 비와 분류, 조 등의 명시 작업뿐

아니라 지하 공간의 구조에 한 공간 사고의 수행에 있어 도움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이는 량의 치 정보를 탑재 가공,

가시화가 가능한 기존의 지반정보시스템(GIS)등을 통해서도 일부 수행

가능하나,인간의 시야를 모사하여 상의 정보를 종합 으로 표시

가능한 증강 실 기술의 특성상 장에서의 직 치 달과 다양한

정보 제공 방법을 제시한다는 에서 차별성을 갖는다.따라서 직 인

측정 는 단편 정보 제공 도구로서의 기능보다는 장 조사에 필요한

자료,장비의 수 공간 인 정보의 악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본 모듈에서 나타나는 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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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에 필요한 수 의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 조사를 수행할 때에 본 모듈이 갖는 장 을

Table4.8에 간략히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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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8.Advantagesofaugmentedrealitymodulewhileperforming

geologicalsiteinvestigation.

Requirementsand

investigationsteps

Conventional

investigation

Investigationusing

mobiledevice

Boringlogs

Preparedseparately IntegratedGeologicalmaps

GNSSdevice

Acquisition of

currentlocation

Manuallyperformed Automated

Datasearchingand

retrieving

Visualdetectionof

boreholes

Difficultunlessthe

targetisexplicitly

markedonsite

Locationsofall

boreholesarevisible

onthecameraview

Datainterpretation

Varioustypesof

datahavetobe

interpreted

withoutvisualaid

Integrateddata

isdisplayedona

singlescreen

Overlappingmaps

Investigators

havetocheck

multipleindividual

mapsalternatively

Boreholes,

geologicmapsand

generalmapsare

combinedona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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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 지질 조사에서 수행되는 자료 조회,수집,측정,

가시화,분석 등의 여러 작업을 종합 으로 수행 가능한 모바일

소 트웨어를 설계하고 이를 모바일 기기에서 구 하 다.소 트웨어는

여러 목 에 따른 5개 모듈로 나 어 설계하여 각 조사 단계에서

개별 으로 는 복합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 다.클리노미터

모듈은 센서 자료를 토 로 설계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빠르고 정 한

측정을 수행하며, 측정된 자료는 평사투 법을 통하여 즉시

가시화되거나 사면 안정성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조사 상 지역의

지하 지표 지질 정보는 증강 실 가시화 모듈을 통해 직 으로

근 가능하며,이러한 공간 정보는 지도 모듈을 통해 2차원으로

가시화되어 분포 상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데이터베이스

모듈은 이러한 자료 구조를 통합 으로 리하도록 설계하여

소 트웨어 사용자가 쉽게 량의 자료를 제공받거나 다른 사용자와의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같이 개발 구 된 소 트웨어는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모바일 기기 이를 이용한 지질

조사 소 트웨어가 장에서 실용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 트웨어 알고리즘은 재 화되어 있는

하드웨어 운 체제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근성이 뛰어나며,

지질조사에 필요한 일련의 작업을 단일 장비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할 수 있다.기존에 수행되는 여러

지질 조사에서 개별 는 수동 으로 수행되는 여러 작업들의 자동화

표 화를 수행하여 해당 작업들의 정확도와 정 도를 유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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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구성하 고,여러 조사 분석 기법을

하나의 소 트웨어로 통합하여 오차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확하고도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한

모바일 기기의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인원이 빠르게 업하여

효율 인 지질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 트웨어는 일반 인 지질 조사에 그 로

용이 가능하므로, 장 지질 조사나 응 지반 조사,불안정 사면에

한 시뮬 이션 도구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증강 실

기능을 이용한 가시화 기능은 기존 자료의 조회뿐 아니라 장에서

손쉽게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거나, 장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등 시추공 자료를 리하기

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향후 이를 응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업 가능한 서버 기반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으며,지하 지질

구조의 가시화에 합한 기법을 도입하여 장 인원이 더욱 직 으로

지하 지질구조를 악할 수 있는 가시화 방법 한 개발 가능하다.

각 모듈에 용된 알고리즘 소 트웨어의 설계에 있어 보편 이지

않은 장비나 소 트웨어 요소를 최 한 배제하여 사용하 으므로 다른

연구 는 소 트웨어의 개발에 쉽게 용이 가능하며,추가 인 기능의

개발을 통해 장 분석뿐 아니라 고 분석이나 가시화 등의 연구에

응용될 수 있다.더욱 많은 종류의 센서와 보조 장비가 장착되고 이들의

정확도 정 도 한 지속 으로 높아지는 최근 모바일 기기의 추세에

따라 앞으로 더욱 많은 종류의 지질 조사 기법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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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ofmobilesoftware

forfieldsurveyofgeological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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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ofEnergySystems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rapiddevelopmentofmobiledevicesandtheirpropagationhas

ledtoavarietyofsoftwareresearchesindiversefields.Especially,

measurementandvisualizationtechnologiesusingbuilt-insensorscan

beutilizedasapartofanefficientgeologicalinvestigationtool,by

the large capacities of the mobile devices which includes fast

processors and diverse communication functions.In this study,a

mobile software which can be used through overallgeological

investigationhasbeendeveloped,alongwithalgorithmsandsoftware

modulesforthesoftware.Severalfield testswerealsoconducted

usingactualdeviceandthesoftware.Thissoftwareconsistsoffive

modules,including clinomter module,geologicalvisualization and

stabilityanalysismodule,AR(augmentedreality)visualization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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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mappingmoduleanddatabasemodule.

The clinometer module measures dip and dip direction of a

geologicalstructurewhenthedeviceisincontactwiththestructure.

The measurementis conducted using the built-in sensors ofthe

mobiledeviceanditdoesnotrequireanyconfiguration.Algorithms

formeasurementweredevelopedbasedontheoutputofthedigital

sensorstoenablefastandaccuratemeasurementandrecording.

The visualization and analysis module produces the projected

diagramsofmeasureddatausingstereographicprojectionandrose

diagram methodsandperformsstabilityanalysisofarockslope.

The AR module visualizes the geological information of

undergroundusingboringlogdata.Itprocessesvariousinformation

including location ofthedevice,camerascreen,orientation ofthe

deviceandthelocationofboreholes.Thenitcombinesthedataintoa

singlescreenview soitsusercanintuitivelyunderstandthelo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boreholes.For this module,a standard

databasestructurehasbeendevelopedsothatalargedatacanbe

utilizedrapidlybythemodule.

The2D mappingmodulehasbeendevelopedforvisualizationof

measurements and location ofboreholes in two-dimensionalmap.

Detailsofthedataandgeologicmapscanbeoverlaidonthemapso

variousinformationrequiredforgeologicalinvestigationcanbefound

easily.Thismoduleisasupportmodulewhichcanbeembeddedin

othermodulessoitcansupportvariousinvestigationprocesses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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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locationsofthegeologicaldata.

Thedatabaseandnetworkingmoduleisamoduleformanaging

various data including measurementdata and borehole data.The

moduleisbasedonamobiledatabasesystem whichcaneffectively

contain and providevarioustypesofdata.And thedatacan be

sharedwithotherdevicesonthefieldusingthismodule.

Themoduleshasbeen developed and programmed using actual

moduledevicesandindoorandoutdoortestswereconductedusing

thedevices.Theclinometermoduleshowedenoughprecisionforthe

measurement of geological structure and the error of the

measurement of artificial structure was smaller than 5°. The

difference of the measurements between the conventional

compass-clinometer and the clinometer module at the outdoor

environmentwassmallerthan5°.Someresultsshowedperiodicerror

ofdipdirectioncausedbymagneticinterferencesofrequentphysical

correctionisrequiredtomaintainconstantaccuracy.TheARmodule

was tested using database which contains more than 100,000

boreholes.Approximately 3.7ms was required for searching and

preprocessingofsingleboreholesoithasenoughprocessingspeed

forbeingusedingeneralsituations.Themaximum erroroftheAR

visualizationwas15°whenthetargetisatadistanceof50m.This

erroralsocanbereducedbymagneticcorrection,astheclinometer

modulerequires.

The software can decrease the numberoftools an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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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forgeologicalinvestigationssincethealgorithmsand the

softwareisbasedonwidespreaddevices.Italsocanreducetimefor

thesurveysandminimizethefluctuationofreliabilityoccurredbythe

lackofskillsoftheuser,bysimplifyingmethodsofmeasurement,

visualization and analysis.Finally,this study can be applied to

variousresearchessinceitdoesnotrequireanyspecifichardwarefor

development.

keywords:smartphone,geologicalstructures,fieldinvestigation,

clinometer,augmented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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