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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 환경에서 울릉도 시추코어의 건조·수포화 열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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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온 환경에서 PEDB (Portable Electronic Divided Bar) 시스템을 이용하여 암석의 열전도도를 측정할 경우 실

내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항온항습기 내에서 열전도도를 측정하면

상온 환경에서 측정할 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항온항습 상태에서 열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여, 울릉도의 GH3, GH4 시추공에서 채취된 45개 시편에 대해 항온항습기 내에서 건조 및 수포화 열전도도

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16개 시편에 대해 밀도 및 유효공극률을 측정하여 열전도도와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열전도도와 유효공극률 및 밀도의 상관성 분석결과, 수포화 시료보다는 건조시료에서 보다 높은 상관성을 보였

으며, 특히 “수포화/건조 열전도도비”는 유효공극률과 매우 높은 상관성(R2 = 0.90)을 보였다. 

주요어: 열전도도, 항온항습, PEDB, 울릉도, 유효공극률, 밀도, 상관성

Abstract: When thermal conductivity of rock is measured with PEDB (Portable Electronic Divided Bar) in a laboratory,

it can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change of room temperature. Therefore, measuring the thermal conductivity in a

thermo-hygrostat is necessary, where it can remain in its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condition. In this study, a

system for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in a thermo-hygrostat has been set up and the thermal conductivities for

the 45 samples collected from GH3 and GH4 boreholes in Ulleung Island have been measured both in dry and saturated

conditions. Also, the correlations between those thermal conductivities, density, and effective porosity have been discusse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thermal conductivity, density, and effective porosity, it showed higher

correlation with dry samples than saturated samples. Especially, thermal conductivity ratio between saturated and dry

conditions shows very high correlation (R2 = 0.90) with effective porosity.

Keywords: thermal conductivity, constant temperature & humidity, PEDB, Ulleung Island, effective porosity, density,

correlation

서 론

열전도도는 물질을 통해 열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가

를 나타내는 물리적 특성이며, 여타의 열물성과 함께 지열에너

지 및 에너지 저장기술, 방사성 폐기물 처분 등 지하 매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의 설계,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열적

거동 모사시 필수적으로 측정되어야하는 열물성이다(Herrin

and Deming, 1996; Lee, 2007; Cho et al., 2010; Kim et al.,

2013). 

열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

는 방법과 획득된 암석 코어를 이용하여 실내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현장에서 열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주로 열

응답시헙(thermal response test, TRT)을 이용한 방법(Sohn et

al., 2005)이 이용되며, 실내에서 열전도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는 침형 열전도도 측정기(needle probe), laser flash, 그리고

divided bar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 divided bar

시스템은 운용이 쉽고, 정확도가 대략 5% 내외로 비교적 정확

한 열전도도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eardsmore

and Cull, 2001), 세계적으로 많은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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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Lee and Lee (2016)는 개량된 divided bar 형태인

PEDB (Portable Electronic Divided Bar)를 도입하여 열전도도

측정을 시도하였으며, 이때, 1oC 이내의 유사한 실내온도에서

암석 시편의 열전도도를 측정할 경우 ± 4% 이내의 좋은 반복

성을 보였다. 하지만 상온환경에서 암석의 열전도도를 측정하

는 경우에 3 ~ 4일 동안에도 측정 시간대가 다르면, 즉 측정

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기온도의 차이에 따라 약 7% 정도

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실내 공기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

간대에는 열전대온도를 한번 모니터링 하는 짧은 동안(예:

1000 sec)에도 3%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상온환경에

서 열전도도를 측정할 때는 하루 중 실내온도가 안정화된 후

유사한 시간대에서 측정하는 것(Lee and Lee, 2016)이 측정

결과의 반복성이나 재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인 바 있

다. 이것은 결국 하루에 측정할 수 있는 시편의 수를 제약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별로 실험실 온도가 다를 수

밖에 없는 환경이므로, 열전도도 측정 결과의 일관성을 해치기

때문에 정확도 뿐 아니라 통계적 의미도 손상시킨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열전도도를 항온항습기 내부에서 측정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온환경에서 측정할 때의 단점을 보

완하여 측정 결과의 총체적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

한 울릉도 시추코어에 대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열전도도를

측정하고, 밀도 및 유효공극률과 열전도도와의 상관성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실험장치

이 연구에서 사용한 PEDB는 divided bar 유형의 열전도도

측정기로서 열전도도를 알고 있는 물체와 측정하고자 하는 시

편을 직렬로 배열하고 이들을 관통하는 정상상태의 열 기울기

(steady-state thermal gradient)를 적용함으로써 시편의 열전도

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암석시편은 한 쌍의 ‘황동-고분

자 탄산염-황동’의 원형판 조립체(brass-polycarbonate-brass

plates) 사이에 밀착된다. 상부 및 하부의 원형판에 깊숙이 꽂

아 넣은 열전대(thermocouple)로부터 측정되는 온도를 열소스

(heat source) 위치부터 열싱크(heat sink) 위치까지 차례로 T1,

T2, T3, T4라 하고, △T를

△T = (△Ts)/((△Ttop)+(△Tbtm))   (1)

로 정의하자. 여기서, △Ttop (= T1–T2)과 △Tbtm (= T3–T4)은

각각 시편의 상부와 하부의 원형판에서 고분자 탄산염(PC)을

통과하는 온도 차이를 나타내고, △Ts (= T2–T3) 는 시편을 통

과하는 온도 차이를 의미한다. 

시편의 열전도도(λs)는 시편을 관통하는 상하 온도차(△Ts)

와 참조 물질(고분자 탄삼염)의 상하 온도차(△Ttop, △Tbtm) 합

의 비인 식 (1)의 △T로부터 다음의 식 (2)와 같은 관계를 가

진다.

λs = △Xs × C × (1/△T).   (2)

 
여기서, △Xs는 시편의 두께이고 C는 ‘황동-고분자 탄산염-황

동’ 조립체의 열 특성을 대변하는 상수로서, 사전에 열전도도

를 알고 있는 몇 가지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계측함으로서

calibration을 통하여 결정되는 시편 표면적의 함수이다. 재질(2

종)과 규격이 다른 총 18개 표준시편들을 calibration하여 얻는

열저항 곡선에 암석시편의 규격과 △T를 사이채움하여 열전도

도를 산출하는 PEDB의 장점, 즉 측정할 수 있는 시편 규격

(직경과 두께)의 다양성과 열소스/열싱크 온도의 전자적인 조

절로 얻게 되는 여러 장점에 대하여는 Lee and Lee (2016)에

서 논의한 바 있다. 

항온 항습 환경에서 열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해 Fig. 2와 같

이 PEDB 시스템을 항온항습기 안쪽에 설치하였으며, 측정된

값은 항온항습기 외부에 설치된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항온항습기 내부에서 열전대 온도(T1, T2, T3, T4)를 모니터링

하기 전에, 원하는 온도와 습도(25oC/25% 또는 25oC/80%)로

항온항습기를 2시간 30분 이상 예열하였으며 시편을 장착한

후에는 다시 25분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 1,000 sec 동안 1 sec

마다 열전대 온도를 저장하였다. 열전도도 환산에 사용할 온도

시계열의 창(t)은 전체 모니터링 구간 1,000 sec 중 마지막 100

sec로 하고 이 구간의 온도를 평균(△T100_ave)하여 사용하였

다. 표준시편과 암석시편의 직경과 길이는 버니어 캘리퍼스로

Fig. 1. Diagram showing principal components of the plates of the

PEDB.

Fig. 2. PEDB installation in a thermo-hygrosta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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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마다 9번 측정하고 이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항온항습기 내에서의 예비실험

항온항습기 내부(항온항습환경)에서 PEDB의 열소스 및 열

싱크 온도쌍(2종)의 온도 조건과 스폰지 열차폐 커버(sponge

shield cover) 사용 여부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

한 항온항습기 내부(25oC/80%)에서 수포화 암석시편의 열전

대 온도를 측정하는 동안 수포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실험하고자 하였다. 

열소스/열싱크 온도쌍과 열차폐 커버의 영향

온도와 상대습도가 24시간 변하는 실내 실험실과 일정한 온

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항온항습기 내에서 열전도도를 측정하

는 경우는 측정 환경이 매우 다를 것이다. 따라서 항온항습기

내에서 PEDB의 상(열소스) 하(열싱크) 황동판의 온도를 달리

하거나 스폰지 재질의 열차폐 커버 사용 여부가 열전대온도,

즉 이로부터 계산된 열전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PEDB 제작사에서 제공한 15개 KU (fused quartz:

Table 2 참조) 및 3개 QZ (quartz: 12 mm 두께를 갖는 3가지

직경) 등 18개 표준시편의 열전대 온도를 측정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준시편은 유효공극이 없는 재질로 제작되었으므로 항온항

습기의 상대습도를 낮은 습도 중에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

는 25%로 고정하였으며, 온도는 25oC로 설정하였다. 표준시편

의 상하 단면에는 열접촉 보조제인 vaseline를 도포하고 측정

하였다. PEDB의 열소스와 열싱크 온도의 평균온도가 주변온

도(25oC)보다 높고, 온도차는 각각 +10, −9.5oC가 되도록 설정

하여 열소스/열싱크 온도쌍을 45.5oC/26oC 및 49.5oC/30oC의

두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열차폐 커버 사용여부, 열소스/열싱

크 온도쌍 설정 여부에 따른 4가지 측정조건에서 열전대 온도

를 측정하였다. 

Fig. 3은 4가지 측정조건 하에서 표준시편의 열전대온도들을

곡선맞춤(curve fitting)하여 얻은 calibration 곡선을 보인 것으

로서 각각의 곡선식은 Table 1과 같다. 

여기서, R은 열비저항(thermal resistivity; mK/W)으로 열전

도도의 역수이며, X = Ax × △T; A는 단면적 (m2); x는 제작

사에서 제공하는 formation factor이고, △T는 식 (1)로 표현되

는 온도차 함수이다. 결정계수(R2)는 4가지 경우에서 모두

0.9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Table 2는 KU(fused quartz) 재질의 15개 표준시편의 두께,

직경 및 △T를 Table 1의 calibration 곡선에 각각 내삽하고 열

전도도를 산출하여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굵은 글씨로 나타

낸 KU_NQ20, KU_NQ16, KU_NQ12는 열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형해 놓은 울릉도 암석시편들의 규격(NQ 및 16 mm

내외의 두께)이 모두 포함되는 표준시편들이다. 표준시편의 고

유번호에서 맨 앞의 영문 KU는 재질(fused quartz)을 나타내

고, 두 번째 영문 (예: HQ)은 직경, 그리고 마지막 숫자(예:

25)는 두께(mm)를 의미한다. 

표에서 rel. avedev ((avedev/ave) × 100%)는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 또는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이다. 이는,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를

조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값이 작을수록 상대적인 변동

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시료에 대해 측정환경을 달리

하여 1st ~ 4th까지 총 4회 측정한 rel. avedev는 중간 크기인

NQ 직경의 표준시편들에서 0.424 ~ 0.938%로 작고, NQ 보다

직경이 크거나 작은 HQ, BQ 표준시편들에서는 1.221 ~

3.344%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며, 시편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편의 직경이 NQ일

때 측정환경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측정의 반복성을

좋게 하려면 암석시편을 NQ에 가까운 직경으로 성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열소스/열싱크 온도쌍과 열차폐 커버 사용 여부에 따Fig. 3. Calibration curves obtained from the 4 different cases of

measurement condition.

Table 1. Calibration curve equations obtained from four different measurement conditions.

Case
Temperature
Source/Sink

Shield cover Calibration curve (R: Thermal resistivity (mK/W)) R2

1st 49.5/30oC used R = −1.09142 X
2 + 0.596733 X – 5.80748 × 10−04 0.9934

2nd 45.5/26oC not used R = 2.68693 X
2 + 0.589629 X – 5.03736 × 10−04 0.9978

3rd 45.5/26oC used R = −0.68458 X
2 + 0.623285 X – 5.9765 × 10−04 0.9969

4th 49.5/30oC not used R = 1.85209 X
2 + 0.593348 X − 4.63596 × 10−04 0.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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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4가지 경우(1st ~ 4th)에서 15개 전체의 rel. avedev를 보면,

49.5oC/30oC의 온도쌍으로 열차폐 커버 없이 측정한 네 번째

(4th) 경우가 1.197%로서 가장 작은 편차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처럼 모든 암석시편을 NQ 직경과 16 mm 전후

의 두께로 성형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49.5oC/30oC의 열소스

/열싱크 온도쌍과 열차폐 커버를 사용한 1st의 경우에서 rel.

avedev가 가장 낮게(0.241%)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암석시편 주변에 스폰지 재질의 열차폐 커버를 사용하고, 열소

스/열싱크 온도쌍의 온도를 49.5/30oC로 설정하여 암석시편의

열전도도를 측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암석시편의 수포화 유지 방법 검토

암석시편의 수포화 공정 후 실온의 물속에 보관하던 시편을

항온항습환경(25oC, 80%)내에 안정화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실험에서는 25분)이 필요하며, 열전도도 측정 시간

(1000 sec)까지 고려하면 총 40여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

서 비교적 높은 습도(80%)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시편의 원주

면에서는 건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절에서는

GH4 시추공(20 ~ 600 m)에서 획득한 별도의 5개 암석시편을

이용하여 개방된 시편 원주면의 vaseline 도포 여부에 따른 열

전대 온도 변화를 비교하여 수포화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 때, 수포화 과정을 두 번 반복하여야 하

므로 시편의 물성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 원형단면에는

vaseline을 도포하지 않았다. 

두 번의 수포화 작업은 암석시편을 24시간 이상 수돗물 속

에 보관했다가 진공오븐에서 5 torr의 진공력으로 80분간 수침

진공한 후에 24시간 이상 물속에 보관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전대온도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진공수

포화를 수행하기 전 시편의 표면에 묻어있는 vaseline을 깨끗

이 닦아내었다.

Table 3은 GH4 시추공에서 획득한 5개 암석시편의 원주면

을 vaseline으로 도포한 경우와 도포하지 않은 경우의

△T100_ave를 비교한 것이다. 만약 vaseline을 도포(b)한 효과

가 뚜렷하다면 5개 시편 모두에서 △T100_ave이 감소하여야

하지만, 여기서는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가 모두 나타

나 vaseline을 바르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이후 진행되는 수포화 암석시편의 열전도도를 측정

하는 본 실험에서는 시편의 원주면에 vaseline을 도포하지 않

고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Table 2. Thermal conductivity of the KU (fused quartz) standard samples.

Standard 
sample

Thermal conductivity (W/mK)
Avedev

Rel. avedev
(%)1st 2nd 3rd 4th ave

KU_HQ25 1.510 1.378 1.465 1.410 1.440 0.047 3.241

KU_HQ20 1.481 1.380 1.449 1.409 1.430 0.035 2.448

KU_HQ16 1.501 1.398 1.456 1.426 1.445 0.033 2.303

KU_HQ12 1.475 1.391 1.411 1.411 1.422 0.026 1.855

KU_HQ8 1.484 1.399 1.419 1.406 1.427 0.029 2.003

KU_NQ25 1.403 1.395 1.425 1.387 1.402 0.011 0.814

KU_NQ20 1.405 1.403 1.411 1.386 1.401 0.008 0.549

KU_NQ16 1.412 1.388 1.421 1.392 1.403 0.013 0.938

KU_NQ12 1.404 1.407 1.390 1.409 1.402 0.006 0.424

KU_NQ8 1.415 1.422 1.438 1.426 1.425 0.007 0.493

KU_BQ25 1.394 1.475 1.363 1.463 1.424 0.045 3.164

KU_BQ20 1.344 1.437 1.362 1.457 1.400 0.047 3.344

KU_BQ16 1.342 1.439 1.370 1.424 1.394 0.038 2.716

KU_BQ12 1.352 1.413 1.379 1.427 1.393 0.027 1.940

KU_BQ8 1.358 1.410 1.391 1.407 1.391 0.017 1.221

ave 1.419 1.409 1.410 1.416 1.413 0.026 1.835

avedev 0.048 0.019 0.027 0.017

rel. avedev (%) 3.362 1.336 1.937 1.197※ calculated for whole 15 standard samples

rel. avedev (%) 0.241※ 0.520 0.808 0.640 calculated only for three KU-NQ standard samples

※ indicates the minimum rel. avedev values among the 4 different cases

Table 3. The effect of applying vaseline on the circumferential

surface of the saturated rock specimens. 

Sample

△T100_ave
Applying effect (%)

(b-a)/a × 100without vaseline 
(a)

with vaseline 
(b)

GH4_18 1.81284 1.84370 1.70

GH4_19 1.63131 1.57447 −3.48

GH4_20 2.56848 2.56100 −0.29

GH4_22 2.06988 2.13232 3.02

GH4_29 1.68691 1.60127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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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 환경에서 울릉도 시추코어의 

건조 및 수포화 열전도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암석시편은 울릉도 지열조사를 위해

2014년과 2015년에 획득된 코어시료로서 울릉도 남쪽 남양리

에 위치한 GH3 시추공, 600 ~ 1000 m에서 얻은 23개 암석코

어와 북쪽 추산리에 위치한 GH4 시추공, 600 ~ 1000 m에서

얻은 22개 암석코어이다. 두 시추공에서 획득한 총 45개 암석

시편의 건조 및 수포화 공정 후 열전대온도를 항온항습기 내

부에서 모니터링하고 calibration 곡선에 내삽하여 열전도도를

Table. 4. Comparison of Thermal conductivity for saturated and dry samples.

(LT: Lapilli Tuff, Tr: Trachyte PTr: Porphyritic Trachyte, Tf: Tuff, TB: Tuff Breccia)

Core ID Depth (m) Rock type

TC (W/mK)
Ratio

@ room 
temperature

Constant temperature; 25oC

Dry Saturated Dry/room Sat./dry

GH3-01 609.4 LT 1.298 1.496 1.721 1.153 1.150

GH3-02 620 Tr 1.462 1.704 1.987 1.166 1.166

GH3-03 638 Tr 1.238 1.311 1.559 1.059 1.189

GH3-04 664.3 LT 1.397 1.366 1.948 0.978 1.426

GH3-05 677 Tr 1.550 1.685 1.914 1.087 1.136

GH3-06 692.5 PTr 0.795 0.864 1.231 1.087 1.425

GH3-07 717.6 PTr 1.647 1.864 1.930 1.132 1.035

GH3-08 742 Tr 1.664 1.889 1.981 1.135 1.049

GH3-09 761 Tr 1.253 1.368 1.534 1.092 1.121

GH3-10 780 Tf 1.786 1.983 2.062 1.110 1.040

GH3-11 799 Tf 1.560 1.737 1.923 1.113 1.107

GH3-12 821.5 Tf 1.696 1.990 2.097 1.173 1.054

GH3-13 823 Tf 1.522 1.788 1.978 1.175 1.106

GH3-14 840 Tf 0.992 1.057 1.443 1.066 1.365

GH3-15 860.5 LT 1.781 1.915 1.975 1.066 1.031

GH3-18 922 LT 1.977 2.152 2.398 1.089 1.114

GH3-19 942.5 Tf 1.078 1.248 1.568 1.158 1.256

GH3-20 957.5 Tf 1.155 1.490 1.642 1.290 1.102

GH3-21 977 LT 1.809 2.157 2.222 1.192 1.030

GH3-22 996 LT 1.941 2.129 2.203 1.097 1.035

GH3-23 1004.5 LT 1.578 1.878 2.193 1.190 1.168

average 1.485 1.670 1.882 1.125 1.148

GH4-31 603.15 LT 1.509 1.640 2.019 1.087 1.231

GH4-32 620 LT 1.403 1.467 1.851 1.046 1.262

GH4-33 642 LT 1.256 1.386 1.847 1.104 1.333

GH4-34 662 LT 1.447 1.584 2.014 1.095 1.271

GH4-35 680 TB 1.677 1.818 2.160 1.084 1.188

GH4-36 704.5 LT 1.262 1.355 1.807 1.074 1.334

GH4-38 741 LT 1.918 1.758 2.098 0.917 1.193

GH4-40 783.3 LT 1.286 2.105 2.286 1.637 1.086

GH4-41 801.5 PTr 1.381 1.444 2.000 1.046 1.385

GH4-42 823 LT 2.062 2.352 2.469 1.141 1.050

GH4-43 844 LT 1.878 2.101 2.281 1.119 1.086

GH4-44 861.5 LT 1.937 2.142 2.189 1.106 1.022

GH4-45 882 PTr 1.131 1.145 1.461 1.012 1.276

GH4-46 902 LT 1.074 1.456 1.807 1.356 1.241

GH4-47 922 PTr 1.268 1.324 1.510 1.044 1.140

GH4-48 939.5 PTr 2.151 2.132 2.228 0.991 1.045

GH4-49 962 TB 2.208 1.728 2.249 0.783 1.302

GH4-50 982 TB 1.221 1.294 1.826 1.060 1.411

GH4-51 997.2 TB 1.279 1.449 2.067 1.133 1.427

GH4-52 1008.7 PTr 1.515 1.593 2.136 1.051 1.341

average 1.543 1.664 2.015 1.09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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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다. 표준시편이나 암석시편의 열전대온도를 모니터링

할 때에는 열접촉을 좋게 하기 위하여 시편의 상하 양단면에

열접촉 보조제(vaseline)를 도포하였다.

105oC 건조오븐에서 24시간 이상 건조시킨 암석시편들을 데

시케이터 내에서 상온으로 충분히 식힌 다음 25oC/25%의 항

온항습기 내에서 차례로 열전대온도를 모니터링하여 건조상태

암석의 열전도도를 산출하였다. 이후 암석시편들을 24시간 이

상 수돗물 속에 보관한 후 5 torr의 진공력으로 80분간 수침진

공 한 다음 그 물속에 그대로 48시간 담가두었다가 차례로 열

전대온도를 25oC/80%의 항온항습기 내에서 모니터링하여 포

화상태의 열전도도를 산출하였다. 

항온항습기 내에서 PEDB 열소스와 열싱크 온도는 49.5/

30oC로 고정하였으며, 열전대온도(T1, T2, T3, T4) 모니터링은

시편을 장착한 후 1 sec 단위로 1,000 sec 동안 측정하였다. 열

전도도 환산에 사용할 온도 시계열의 창(t)은 전체 모니터링

구간 1,000 sec 중 마지막 100 sec로 하고 이 구간의 온도를

평균하여 사용하였으며 calibration 곡선은 동일한 조건에서 얻

은 Table 1의 1st 식 (3)을 사용하였다. 

R = −1.09142 X2 + 0.596733 X – 5.80748 × 10−04  (3)

울릉도에서 굴착한 두 개의 시추공에서 얻은 45개의 암석시

편 중에 건조 및 수포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변형된 4개 시

편을 제외한 41개 시편에 대하여 시편의 두께, 직경 및 △T를

표준시편으로부터 얻은 맞춤 곡선, 즉 calibration 곡선 (3)식에

내삽하여 열전도도를 산출하고 Table 4에 정리하였다. 또한 상

온 및 상습 환경(실내온도 19oC 내외)에서 얻은 상온 열전도

도(Lee and Lee, 2016)를 같은 표에서 비교하였다.

Fig. 4는 GH3과 GH4 시추공 암석시편의 상온, 건조, 수포

화 열전도도를 심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4개의 시편(GH3-

04, GH4-38, GH4-48, GH4-49)을 제외하면 상온 < 건조 < 수

포화 순으로 열전도도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암석의 열전도도는 공극률과 반비례 관계를 보

이며, 포화도에 따라 변화한다(Robertson and Peck, 1974;

Clauser and Huenges, 1995; Cho et al., 2010). 이러한 이유는

공극에 채워지는 물질의 열전도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건조

시편의 경우 물에 비해 열전도도가 낮은 공기로 채워지기 때

문에 수포화 시료에 비해 낮은 열전도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실험의 수포화 열전도도가 건조 열전도도에 비해 높게 나

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상온 환경에서 측정한

열전도도가 항온항습 환경에서 측정된 건조 열전도도 보다 낮

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항온항습 환경

에서 측정한 건조 열전도도의 경우 시편은 105oC 건조오븐에

서 24시간 이상 건조되었으며, 열차폐 커버 및 열접촉 보조제

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상온 환경에서 열전도도를 측정한 경우

의 시편은 한 달간 상온에서 자연 건조 하였으며, 열차폐 커버

및 열접촉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만약, 자연 건조한 시료

와 건조오븐에서 건조한 시편의 건조 상태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열차폐 커버 및 열접촉 보조제의 사용여

부에 따라 열전도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

론 이 외에도 측정 환경의 차이(주변온도 및 습도, 열소스/열

싱크 온도 등)에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Lee and Lee (2016)에 의하면 표준시편의 상·하 단면에

vaseline을 도포하면 열전도도가 다소 높게 평가된다. 또한 접

촉면이 고르지 못한 암석시편의 경우 vaseline이 시편 내부로

침투함으로써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을 보였다. 따라서 상

온상습 환경에서 측정한 열전도도 측정값이 항온항습 환경에

서의 건조 열전도도 보다 크게 측정되는 현상은 열접촉 보조

제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한편, GH3 시추공의 경우 심도 증가에 따라 열전도도가 대

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예외적으로 낮은 열전도도를 나

타내는 시편들이 있으며, GH4 시추공의 경우는 심도와 관련

하여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Lee and Lee (2016)는

상온 환경에서 측정된 울릉도 시편의 열전도도로부터, 암종별

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열전도도 차이는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학적 차이보다는 유효공극률을 포함한

기계적인 구조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항온항습 환경의 건조 및 수포화 열전도

도 또한 상온 환경에서 측정된 열전도도에 비해 그 증가폭은

다르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편, 수포화 때의 열전도도는 건조 때의 열전도도에 비하

여 GH4_44(LT)의 2.2%부터 GH3_04(LT)의 42.6% 까지 높게

나타난다. 건조와 수포화 과정에서 한 시편의 유효공극률이 크

Fig. 4. Thermal conductivity of the samples from GH3 (a) and

GH4 (b) in Ulleung Island as a function of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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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2개공 41개 시편

중에 동종의 라필리응회암(LT)에서 제일 낮은 증가율과 제일

높은 증가율을 동시에 보인다. 이와 같은 의미는 조암광물의

함량변화에서 찾기보다 시편 내의 공극 속 공기가 물로 치환

되는 유효공극률의 변화 등 기계적인 구조에서 찾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Table 5는 시추공 별 열전도도를 암종별로 분류한 것으로,

‘수포화/건조 열전도도비(thermal conductivity ratio)’를 산출할

수 있었던 시편 중에 GH3과 GH4, 2개공에서 모두 산출되는

라필리응회암(LT)과 반상조면암(PTr)의 평균값(ave)과 ‘절대편

차의 평균값’(avedev)을 보면, LT의 열전도도 평균은 GH3,

GH4에서 각각 1.136, 1.192로서 5% 이내로 크게 차이나지 않

으며 avedev도 0.096, 0.095로서 거의 같다. PTr의 평균(ave)도

GH3, GH4에서 각각 1.230, 1.237로 거의 같다. 외견상 큰 차

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avedev는 GH3에서 PTr의 시편 수가

2개 뿐 이어서 통계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열전

도도를 이용하여 암종에 따른 구분은 어렵지만, GH3과 GH4

간에 즉, 시추공 위치에 따른 열전도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열전도도, 밀도 그리고 유효공극률의 상관성 분석

울릉도 시추 코어의 수직적인 열전도도(수포화 및 건조) 분

포를 얻기 위한 본 실험 이외에 추가적으로 시편의 열전도도

와 밀도 및 유효공극률과의 상관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관성 분석을 위하여 수행된 밀도 및 유효공극률 측

정은 본 실험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수행되었기 때문에

core ID 확인이 가능하며, 시각적으로 외형이 양호한 시편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암석시편은 Table 3에서 사용한 GH4 시

추공의 5개 시편 중에서 시각적으로 온전한 외형을 유지한 3

개와 GH3 시추공의 13개 암석시편을 사용하였다.

밀도와 유효공극률은 부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KSRM, 2006; Lee et al., 2012). 24시간 이상 수돗물 속에 담

아 두었다가 진공오븐에서 5 torr 진공력으로 80분간 수침진공

한 후에 24시간 이상 물속에 보관하여 표면건조수포화질량

(Msat)과 물속질량(Msub)를 측정하고 105oC 건조오븐에서 48시

간 동안 시편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건조 상태를 유지한 채

시편의 열을 식히기 위해 데시케이터에서 30분 이상 보관한

후에 각각의 고체질량(Ms)을 측정하여 밀도와 유효공극률을

산출하였으며, 열전도도와 함께 Table 6에 정리하였다. 

Fig. 5(a, b, c)는 각각 유효공극률과 건조, 수포화, 고체 밀

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유효공극률과 건조밀

도 및 수포화밀도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모두 반비례 관례를

보이며, 결정계수(R2)는 약 0.89, 0.80으로 높게 나타난다. 유

효공극률과 밀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건조 및 수포화

밀도는 공극률과 반비례 관계를 보이며,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고체밀도와 유효공극률의 결정계수는

0.2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유효공극률과 큰 상관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Fig. 5(d)는 ‘수포화밀도/건조밀도 비’와 유효공극률

의 상관성을 나타낸 그래프로 결정계수는 0.998로, 거의 완벽

한 정비례 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유효공극률 및 밀도

계산을 위한 표면건조수포화질량, 고체질량, 물속질량 측정실

험이 정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Fig. 6(a)는 열전도도와 밀도와의 상관관계를 보인 그래프로

Table 5. Comparison of dry and saturated thermal conductivity of the core samples from the two boreholes with respect to rock types.

GH3 GH4

samples dry sat sat/dry samples dry sat sat/dry

LT 

ave (W/mK)

7

1.871 2.095 1.136

11

1.759 2.061 1.192

avedev 0.251 0.183 0.096 0.303 0.185 0.095

rel.avedev (%) 13.42 8.72 8.42 17.22 8.99 7.99

PTr

ave (W/mK)

2

1.364 1.581 1.230

5

1.528 1.867 1.237

avedev 0.500 0.350 0.195 0.268 0.305 0.116

rel.avedev (%) 36.69 22.13 15.85 17.53 16.35 9.36

Tr

ave (W/mK)

5

1.591 1.795 1.132

0avedev 0.202 0.199 0.038

rel.avedev (%) 12.67 11.08 3.33

Tf

ave (W/mK)

7

1.613 1.816 1.147

0avedev 0.299 0.227 0.09

rel.avedev (%) 18.51 12.52 8.16

TB

ave (W/mK)

0 4

1.572 2.076 1.33

avedev 0.201 0.129 0.09

rel.avedev (%) 12.76 6.22 6.52

Total

ave (W/mK)

21

1.670 1.882 1.148

20

1.664 2.015 1.231

avedev 0.301 0.236 0.092 0.283 0.201 0.104

rel.avedev (%) 18.03 12.52 7.99 16.99 10.00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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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높을수록 열전도도가 높아지는 전반적인 비례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상관도는 낮은 편이다. Fig. 6(b)는 “수포

화/건조 열전도도비”와 건조 및 수포화 밀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포화시료는 R2 = 0.68, 건조시료는 R2 = 0.77로 나

타나 열전도도와의 단순 비교(Fig. 6(a))보다는 열전도도비와

의 상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c)는 포화시료

및 건조시료의 열전도도비와 밀도비를 나타낸 그래프로 결정

계수가 0.91로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공극률과 밀도비의 상관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열전도도비와 공극률의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건조 및 수포화 열전도도는 Fig. 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

극률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폭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열전도

도와 공극률은 지수함수적인 관계를 보이며, 공극률이 증가함

Table 6. Thermal conductivity, density, and effective porosity of core samples from Ulleung Island.

sample ID
rock 
type

Dry TC 
(W/mK)

Sat. TC
(W/mK)

TC ratio
(Dry/Sat)

Dry density
(g/cm3)

Sat. density
(g/cm3)

Solid density
(g/cm3)

Effective porosity 
(%)

GH3-5 Tr 1.685 1.914 1.136 2.661 2.704 2.782 4.358

GH3-7 PTr 1.864 1.93 1.035 2.707 2.725 2.756 1.772

GH3-8 Tr 1.889 1.981 1.049 2.673 2.694 2.731 2.097

GH3-10 Tf 1.983 2.062 1.040 2.713 2.727 2.751 1.365

GH3-11 Tf 1.737 1.923 1.107 2.455 2.513 2.607 5.858

GH3-12 Tf 1.99 2.097 1.054 2.760 2.763 2.767 0.267

GH3-13 Tf 1.788 1.978 1.106 2.687 2.714 2.760 2.642

GH3-15 LT 1.915 1.975 1.031 2.696 2.721 2.764 2.444

GH3-18 LT 2.152 2.398 1.114 2.639 2.682 2.757 4.272

GH3-19 Tf 1.248 1.568 1.256 2.273 2.392 2.578 11.819

GH3-20 Tf 1.49 1.642 1.102 2.565 2.608 2.681 4.292

GH3-21 LT 2.157 2.222 1.030 2.713 2.726 2.750 1.331

GH3-22 LT 2.129 2.203 1.035 2.760 2.770 2.786 0.905

GH4-18 PTr 1.747 1.898 1.086 2.641 2.679 2.744 3.722

GH4-19 LT 1.711 2.004 1.171 2.465 2.571 2.756 10.55

GH4-20 TB 1.315 1.736 1.320 2.370 2.506 2.741 13.51

Fig. 5. Correlation analysis of effective porosity and density. (a) Porosity versus dry density, (b) porosity versus saturated density, (c) porosity

versus solid density, (d) porosity versus density ratio (Sat./Dry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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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건조 열전도도가 더 급격하고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수포화 열전도도는 보다 완만하게 감소한다(Clauser and

Huenges, 1995). 이러한 원인은 공기(0.024 W/mK)와 물(0.62

W/mK)의 열전도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Fig. 7(b)은 울릉도에

서 획득한 암석시편의 열전도도와 공극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극률이 증가함에 따라

건조 열전도도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수포화 열전도도가 감소

폭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극률의 범위가 15% 내에

Fig. 6. Correlation analysis of Thermal conductivity and density.

(a) Thermal conductivity versus density, (b) thermal conductivity

ratio (Sat./Dry) versus density, (c) thermal conductivity ratio (Sat./

Dry) versus density ratio (Sat./Dry).

Fig. 7. Relation between thermal conductivity and porosity. (a)

Porosity effect on thermal conductivity derived by a geometric

mean model (Woodside and Messmer, 1961), (b) thermal

conductivity versus porosity of rock samples obtained from Ulleung

Island. 

Fig. 8. Correlation analysis of thermal conductivity and porosity. (a) Thermal conductivity ratio (Sat./dry) versus porosity, (b) relation between

thermal conductivity ratio (Sat./dry) and porosity for different rock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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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며, 수포화 열전도도의 상관

성(R2 = 0.33)에 비해 건조시료(R2 = 0.64)에서 보다 높은 상

관성을 보인다. 암석의 열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공극, 구성광물, 온도 등이 있다(Lee and Deming, 1998). 이

실험에서 측정된 열전도도는 항온항습 상태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영향은 모든 시편이 같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유효공극률이 비슷한 시편(GH3-5, GH3-18, GH3-20)의

열전도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공극의 형태 및 분포, 구성광

물 및 matrix의 연결성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

후 X-ray CT와 같은 시편의 이미지 분석이 가능한 시험법과

비교한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8(a)은 수포화/건조 열전도도비와 유효공극률의 상관성

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공극률이 클수록 수포화/건조 열전도도

비가 높아지는 비례관계를 보이며, 결정계수는 약 0.90으로 매

우 높게 나타난다. Fig. 8(b)은 라필리응회암(5개), 응회암(6개),

조면암계열(4개)에 대한 열전도도비와 공극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각각의 결정계수는 0.90, 0.92, 0.94로 매

우 높게 나타난다. 그림에서 응회암 계열의 공극율과 열전도도

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가 유사한 반면, 조면

암 계열의 경우 그 기울기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열전도도비

와 공극율의 상관관계가 암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열전도도를 이용한 울릉도 시추코어의 

유효공극률 추정

앞서 수행한 열전도도와 밀도 그리고 유효공극률의 상관성

분석 결과 물성 간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물성 간 상관성을 분석한 시편의 수(16개)가 극히 제한적이어

서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조심스럽지만, ‘수포화/건조 열전

도도비’와 유효공극률은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므로, 수포

화/건조 열전도도비로부터 공극률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 분석한 암석시편은 GH3, GH4 시추공의

600 ~ 1000 m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물성 간 상관성은 높게 나타나지만, GH3, GH4 두 시추공의

심도 및 위치에 따른 암종별 물성의 차이점은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울릉도 암석시편의 열전도도비는 암종에 상관없이 공극

률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결과로부터 암석시편의

채취 위치에 따른 열전도도비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

다. 따라서 비록 열전도도비와 유효공극률 간의 상관성 분석에

는 대부분 GH3 시추공에서 획득한 시편을 사용하였지만, 열

전도도비와 공극률의 상관성을 GH4 시추공의 암석시편에 동

일하게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는 높은 상

관관계를 보이는 Fig. 7(a)의 수포화/건조 열전도도비와 유효

공극률의 관계를 이용하여 GH3, GH4 시추공의 유효공극률

분포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Fig. 9는 GH3, GH4 시추공의 깊이에 따른 수포화/건조 열

전도도비와 이로부터 추정된 공극률 분포를 나타낸다. 공극률

추정은 열전도도비와 공극률의 직선맞춤식(Fig. 8a)으로부터

다음의 식 (4)를 이용하였다.

φestimation = (TCratio − 1.0168)/0.0197.  (4)

여기서, φestimation는 추정된 공극률이며, TCratio는 수포화/건조

열전도도비이다. 

Fig. 9. Distribution of thermal conductivity ratio for the samples

from different depths of (a) GH3 and (b) GH4. Porosity distribution

of (c) GH3 and (d) GH4 deduced from thermal conductivit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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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c)는 GH3 시추공의 추정된 공극률을 나타낸 것이며,

공극률이 15% 이상인 심도 및 암종은 664.3 m (LT), 692.5 m

(PTr), 840 m (Tf) 이다. Fig. 9(d)는 GH4 시추공의 깊이에 따

른 추정된 공극률을 나타낸 것이며, 642 m (LT), 704.5 (LT),

801.5 (PTr), 982 m (TB), 997.2 m (TB), 1009.7 (PTr)에서 공

극률이 15% 이상으로 나타난다. 

결 론

항온항습기 내부에 PEDB를 위치시키고 울릉도 GH3 및

GH4 시추공에서 얻은 암석코어를 디스크 형태로 성형한 시편

들에 대하여 25oC/25%의 항온항습 환경에서 건조 열전도도를,

25oC/80% 환경에서 수포화 열전도도를 측정하고 상온 환경에

서 측정했던 열전도도와 비교하였다. 유효공극이 없는 2종 18

개 표준시편의 열전도도 역시 25oC/25%의 항온항습 환경에서

측정하였다.

수포화 열전도도는 건조 열전도도에 비해 GH3 공에서 평균

14.8% 높으며 GH4 공에서는 23.1% 높다. 건조 열전도도는

19oC 내외의 상온환경(Lee and Lee, 2016)에서보다 GH3 공에

서 평균 12.5%, GH4공에서는 9.4% 높았다. 

열전도도 실험 후 양호한 시편에 대한 물성 실험을 통하여

공극률, 밀도 특성이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관성 분석결과 열전도도는 밀도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정의

상관성을 보이며, 공극률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부의 상관성

나타냈다. 또한 열전도도는 수포화 상태보다는 건조 상태에서

밀도 및 공극률과 더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울릉도 시료의 밀도와 공극률 상관성 분석 결과 건조밀도

(R2 = 0.89) 및 수포화밀도(R2 = 0.80)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

였다. 특히 수포화/건조 밀도비는 공극률과 정비례 관계를 보

이므로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용하면 공극률 및 밀도 검층 등

의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포화/건조 열전도도비는 공극률과 매우 높은 상관성

(R2 = 0.90)을 보여준다. 두 물성간 선형회귀식과 GH3, GH4

시추공의 수포화/건조 열전도도비를 이용하여 심도별 공극률

을 추정하였다. 향후 울릉도의 GH3, GH4 시추공에서 중성자

및 감마감마 검층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밀한 분석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연중 시시각각 달라지는 대기의 온습도를 감안할 때 측정한

열전도도의 통계적 의미 향상을 위해서 암석의 열전도도는 상

온환경 보다 항온항습환경에서 건조 및 수포화 열전도도를 함

께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비는 암석 유효공극률의 좋

은 척도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요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되었다.

References

Cho, W. J., Kwon, S. K., and Lee, J. O., 2010, Empirical model

to estimate the thermal conductivity of granite with various

water contests, J.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

8(2), 135-142.

Beardsmore, G. R., and Cull, J. P., 2001, Crustal heat flow: A

guide to measurement and model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Clauser, C., and Huenges, E., 1995, Thermal conductivity of

rocks and minerals. Rock physics and phase relations; A

handbook of physical constants, T. J. Ahrens, Ed., 3, 105-126.

Herrin, J. M. and Deming, D., 1996, Thermal conductivity of

U.S. coals, J. of Geophys. Res., 101(B11), 25381-25386.

Kim, J. S., Song, S. H., and Jeong, G. C., 2013, Thermal

conductivity from an in-situ thermal response test compared

with soil and rock specimens under groundwater-bearing

conditions, J. of Eng. Geol., 23(4), 389-398.

KSRM (Korean Society of Rock Mechanics), 2006, Standard

test method for porosity and density of rocks, Tunnel and

Underground Space, 16(2), 95-98.

Lee, S. K., Lee, T. J., and Kim, H. C., 2012, Effective porosity

variation of cement samples according to vacuum pressure

and time, Geophys. and Geophys. Explor., 15(4), 163-17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Y., and Deming, D., 1998, Evaluation of thermal con-

ductivity temperature corrections applied in terrestial heat

flow studies, J. Geophys. Res., 103(B2), 2447-2454.

Lee, Y. M., 2007, Thermal conductivity of rocks for geothermal

energy utilization, Korea Soc. of Geotherm. Energy Eng.,

3(2), 9-1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S. K., and Lee, T. J., 2016, Thermal conductivity measure-

ment of rock cores from Ulleung island using PEDB system

at room temperature, Geophys. and Geophys. Explor., 19(3),

121-13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Robertson, E. C., and Peck, D. L., 1974, Thermal conductivity

of vesicular basalt from Hawaii, J. of Geophys. Res., 79(32),

4875-4888.

Sohn, B. H., Shin, H. J., and An, H. J., 2005, Evaluation of

thermal conductivity for grout/soil formation using thermal

response test and parameter estimation models, Korean J. of

Air-cond. Refrig. Eng., 17(2), 173-182.

Woodside, W. H., and Messmer, J. H., 1961, Thermal conduc-

tivity of porous media: 2. Consolidated rocks, J. of Appl.

Phys., 32(9), 1699-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