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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rried out the standoff compensation data from 2007 to 2011 into four different density borehole models to

find out the most effectiveness of standoff compensation charts. First, we investigated the irregular collapse

characteristics of gamma ray and cut the non-ideal gamma respons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tandoff

compensation error data. Effectiveness of detector combinations, density of borehole, and spine and ribs techniques

from the modified standoff compensation data was analyzed. As the result of comparison, LSD-MSD combination

has been suitable for standoff compensation more than LSD-SSD combination and it is possible to do standoff

compensation for soil or weathered zone under groundwater level without fatal errors. Even though error scales of

density transformed spine and ribs techniques were generally larg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standoff

compensation, standoff compensation for soil and weathered zone under groundwater level were sufficiently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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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다른 4개의 실험공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한 이격보정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보

정 차트를 알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선원의 불규칙적인 붕괴특성을 파악하고 비이상적인 감마반응을 잘라

내는 방법으로 이격보정 자료의 효과를 높였다. 수정된 이격보정 자료로부터 검출기 조합별, 시추공 밀도별, 이격보정

기법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사용해 온 LSD-SSD 조합보다 LSD-MSD 조합이 이격보정에 더 적

합하며, 지하수위면 하부에 위치한 토양층이나 풍화대의 이격보정에서는 큰 오차를 피하면서 이격보정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 이격보정에 비해 밀도형 이격보정에서 오차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지하수면 하부

에 있는 풍화대나 토양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격보정에서는 충분히 밀도형 이격보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밀도검층, 이격보정, 감마선, 검출기 조합, 이격기준선과 이격오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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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밀도는 가장 기초적인 물성 중의 하나로 다양한 연

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검층에 의한

밀도는 현장 원위치시험 및 연속적인 암반 단위의 물

성 제공이란 추가적인 큰 의미를 가진다.

밀도검층의 원리는 감마선원으로부터 인위적으로 감

마선을 방출시켜 지층내의 전자들과 반응하는 콤프턴

산란을 일으킨 후 검출기로 되돌아오는 감마선량을 측정

하는 것이다. 이는 지층의 전자밀도와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감마선량은 지층의 체적밀도와 반비례하는 관계

를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Schlumberger, 1989).

밀도검층 자료는 감마선원(Gamma-ray source)의 감마

선량과 매질의 검출기 반응특성(Pickell and Heacock,

1960; Hearst and Carlson, 1969; Flaum et al., 1987;

Hwang and Lee, 1999), 시추공경(Tittman and Wahl,

1965), 지하수위, 자연감마(Kim, 2001), 공벽 이격 또는

케이싱 여부(Kim et al., 2006; Lee et al., 2008) 등

다양한 현장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확한 밀도

측정을 위해 그동안 위 연구를 포함한 여러 지속적인 연

구(Whal et al., 1964; Stoller et al., 1999; Mickael,

2003; Schneider et al., 2006; Ku et al., 2014)를

시도하여 검층자료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케

이싱과 시추공벽 사이의 간격으로 발생하거나 나공

(open hole) 상태에서 검층기와 시추공벽 사이에서 발

생하는 이격오차는 해결이 덜된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격 오차는 공벽이 거칠거나 진

흙벽(mudcake)이된 시추공의 환경에서 사용된 이격기

준선과 이격오차선(spine and ribs) 기법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론을 바탕으로 이격기준선

과 이격오차선(spine and ribs) 기법을 이용하여 긴거

리 검출기(LSD) - 짧은거리 검출기(SSD) 조합이 적용

되어 왔지만 긴거리 검출기(이하 LSD)와 짧은거리 검

출기(이하 SSD) 외에 중거리 검출기(이하 MSD)가 생

겨, 현실적으로 3가지 유형의 검출기 조합(LSD-MSD,

LSD-SSD, MSD-SSD)이 가능해졌으나 각 검출기 조

합의 효능에 관한 비교가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의 사

례를 보아도 Scott(1977)의 진흙벽(mudcake) 보정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소구경 시추공에서 케이싱

보정을 위한 연구 결과(Kim et al., 2006; Lee et al.,

2008; Won et al., 2014)들이 제시되긴 했으나 아직도 케

이싱 이격보정의 현장적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격보정 연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이

격보정 실험의 번거로움이며, 특히 선원의 반감기로 인

해 감마선원의 감마선량이 감쇠되기 때문에 사용 시기

에 따라 이격실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Scott(1977)은 측정값을 겉보기 밀도도 환산시켜 선원

의 감쇠영향을 받지 않는 이격보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Scott(1977)에 의해 제안된 밀도형 이격보정

기법도 제안 이후 특별한 학술적 반응 없이 정체되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정실험의 효

과를 올리기 위한 보정공 특성 파악과 이격보정에서의

각 검출기 조합의 특성 연구를 비롯하여 수년에 걸쳐

집적된 시간 경과 밀도 기준선과 이격오차선 측정 자

료를 이용한 밀도형 이격보정의 효과를 검증하고 궁극

적으로 효과적인 이격보정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2. 보정실험공 및 보정구간

대상 매질의 밀도에 따른 감마선원의 감쇄 특성 파악

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교정에 건설된 4개의 실험공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공은 NX(75.4 mm)

크기의 저밀도 모델(Low Density Well: KLW-1), 중

밀도 모델(Medium Density Model: KLW-2), 고밀도

모델(High Density Model: KLW-3)과 초고밀도 모델

(Very High Density Model: KLW-4) 실험공으로 구

성된다. 각 실험공의 밀도모델은 1.90 g/cm3(KLW-1),

2.18 g/cm3(KLW-2), 2.59 g/cm3(KLW-3), 및 2.84 g/cm3

(KLW-4)으로 구성된다(Park, 2006).

보정실험공에 대한 수직, 수평적 변화는 선행 연구

들을 통해(Lee et al, 2008; Park, 2010)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정밀한 보정공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영상 검층(Acoustic Televiewer; 이하

ATV검층)을 실시하여 4방향의 공경변화와 밀도 검출

기 반응을 비교하였다. ATV검층과 밀도검층 모두에서

KLW-1공의 서쪽방향 2.3 ~ 2.5 m 구간에서 약 98.3 mm

의 현저한 공경증가와 보정구간의 847.20 CPS 보다

큰 1009.89 CPS 감마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제

외한 타 구간에서의 ATV 공경변화는 1.5 mm 내외로

나타나 보정구간의 선정은 주로 밀도검층에서 획득된

감마반응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Fig. 1은 밀도검층기의

반응 중 긴거리 검출기(LSD)의 감마반응을 도시한 것

이다. 2009년 3월, 2010년 4월, 2010년 10월, 그리고

2011년 5월에 얻어진 총 4회의 밀도검층 자료를 획득

하였다. 보정공의 수평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정

공을 네 방향(동, 서, 남, 북)으로 구분하고 각 방향별

로 3 회의 측정값의 평균값을 얻어 비교하였다. 모든

공에서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마값이 감소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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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이고 있어 미약하지만 상부에 비해 하부 구간

에서 압축 또는 압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어났음

을 보인다. 또한 보정공 방향에 따른 감마반응값의 차

이가 상당히 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측정범위가 가장 넓은 LSD 검출기의 반응을 기준으

로 방향별 측정값을 겉보기 밀도로 환산한 결과 KLW-

1, 2, 3, 4 공에서 각각 0.044 g/cm3, 0.007 g/cm3,

0.010 g/cm3, 0.02 g/cm3의 최대 밀도차를 보였다

Fig. 1. Gamma-gamma responses obtained from four model boreholes; (a) KLW-1, (b) KLW-2, (c) KLW-3, (d) KLW-4. Two

horizontal lines represent the upper and lower limit of the calibration zone. N, E, S, W represent north, east, south and west

directions, respectively.

Table 1. Standard deviation of LSD density distribution (g/cm3)

Borehole density
Apparent density Error

North East South West North East South West

1.90 1.913 1.914 1.914 1.929 0.013 0.014 0.014 0.029

2.18 2.196 2.200 2.196 2.196 0.016 0.020 0.016 0.016

2.59 2.620 2.629 2.619 2.619 0.030 0.039 0.029 0.029

2.84 2.872 2.865 2.869 2.873 0.032 0.025 0.02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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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안정적인 보정구간 선정을 위하여 반복 측

정한 방향별 감마-감마 자료(τp)와 방향별 평균값(τm),

측정횟수(N)을 이용한 편차(δ )를 구했으며(식 1) 편차

가 작은 부분을 중심으로 밀도보정식 산출을 위한 보

정구간의 심도와 방향을 결정하였다(Table 2).

(1)

3. 검출기 반응특성

제시된 기준선과 이격선의 형태 속에는 지금까지 설

명되지 못한 불규칙적인 요소들이 상당수 관찰되는데,

이는 선원으로부터의 거리를 달리하는 검출기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반감기에 의한 선원의 감쇠 특

성, 또는 방사능 붕괴는 포아송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측정값의 오차는 보통 평균에 표준편차 범위로 표현되

며 따라서 밀도가 작은 매질에 대한 반응은 측정 계수

율이 많아 안정적이며 밀도가 높은 매질에 대한 반응

은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붕괴 특성일 가능

성이 있다. 

Fig. 2는 불규칙적인 방사능 붕괴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시간영역(Time mode) 측정

결과이다. 심도가 고정된 동일 지점, 즉 동일 지층의

반응이면서도 시간 별 감마반응값의 변화가 심하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2). N=31의 이동

평균을 적용한 경우에도 150 ~ 182 CPS의 범위의

변화를 보이면서 선원의 방사능 붕괴특성과 연관될 수

있는 반응이 비이상적으로 큰 구간들이 확인된다. 

보정구간의 자료 또한 시간영역(Time mode)측정 결

과처럼 비이상적으로 큰 측정값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Fig. 3a는 2007년, 2008년, 2009년, 및 2011년

에 고밀도공(KLW-3) 및 초고밀도공(KLW-4)에서 얻어진

긴거리 검출기(LSD)-중거리 검출기(MSD)의 측정값을

대수 스케일로 함께 도시한 것이다. 2007년부터 2011

년 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마선원의 감쇠로 기준

δ
Σ τm τp–( )

2

N
----------------------- CPS( )=

Table 2. Boreholes and calibration zones determined

Borehole Calibration Zone 

Name Density(g/cm3) Depth(m) Direction

KLW-1 1.90 3.25 ~ 3.40 N

KLW-2 2.18 3.35 ~ 3.50 N

KLW-3 2.59 3.05 ~ 3.20 W

KLW-4 2.84 0.95 ~ 1.1 E

Fig. 2. Gamma-gamma variations obtained from the time mode measurement. 

Table 3. CPS and standard deviation changes with time intervals in the time mode measurement

Time interval(sec)

Average 

(CPS)

Standard 

deviation

Average 

(CPS)

Standard 

deviation

Average 

(CPS)

Standard 

deviation

Average 

(CPS)

Standard 

deviation

168.25 28.82 166.60 29.32 165.75 27.67 165.54 29.44

164.97 29.57 164.47 25.90 165.23 28.62

159.64 25.39 165.62 32.92

162.69 30.78 165.01 23.25

168.43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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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좌측방향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고

밀도(KLW-3)공의 2007년과 2008년도 긴거리 검출기

(LSD)와 중거리 검출기(MSD)의 측정값이 각각 127.33

CPS에서 132.10 CPS로 911.29 CPS에서 922.85

CPS로 증가했다. 초고밀도공(KLW-4)의 2008년과

2009년도 긴거리 검출기(LSD)에서 78.67 CPS에서

79.30 CPS 이전 실험에서 획득한 측정값 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보정실험에서 획

득한 결과에 이러한 오차를 제거하고 일률적인 방사능

붕괴 특성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2008년과 2009의 측

정값을 보정하기 위해 고밀도공(KLW-3) 및 초고밀도공

(KLW-4)의 선정된 보정구간 0.15 m를 중심으로 상·하

총 0.55 m의 평균값을 기준값으로 사용하였다. 기준변

화폭(Δχ)은 고밀도 및 초고밀도공의 CPS-표준편차(각

15, 10 CPS)이상의 측정값을 잘라내어 사용하였다. 고

밀도 및 초고밀도공의 측정값을 수정한 결과 시간 경

과에 따른 이격기준선의 감쇠를 유도해 낼 수 있었다

(Fig. 3b). 

4. 이격보정 실험

각 보정공에서 선정된 구간과 방향에서 이격실험을

수행하였다. 이격실험은 반원통형 PVC 케이싱에 두께

2.5 mm의 PVC 조각을 부착하여 NX 규격 시추공의

최대 이격거리인 12.5 mm까지 수행하였다. 케이싱 조

각의 부착 위치는 검출기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검출

기의 반응값이 받을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존데

(sonde)의 상하 단으로 하였다.

이격실험은 일반적인 이격기준선과 이격오차선(spine

and ribs)법에 기초한 이격보정 차트(이하 일반 이격보

정 차트)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LSD, MSD 및 SSD의 3가지 검출기 자료를 이용하

여 LSD-SSD, LSD-MSD 및 MSD-SSD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총 세 가지 종류의 이격보정 차트가 제시되

었다(Fig. 4). 기준선(Spine)은 선정된 보정구간에서의

이격거리가 0 mm인 검출기 반응값을 이용하여 대수

스케일로 플롯한 후 회귀방정식으로 결정하였다. 

Fig. 3에서는 검출기 조합에 따른 이격기준선의 형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검출기-검출기 거리 차이가

335 mm로서 가장 큰 LSD-SSD 조합은 이격기준선이

포물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검출기-검출기

거리 차이가 200 mm와 135 mm로서 상대적으로 차

이가 작은 LSD-MSD 조합과 MSD-SSD 조합의 경우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과거 보고된 직선 형태

의 이격기준선(Scott, 1977; Kim et al., 2006)과 달

리 포물선형태의 이격기준선이 나타난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선원-검출기 거리 차이가 클 경우에만 포물선

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선원-검출기 거리 차이가 작

을 때는 여전히 직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오차선(Rib)은 공벽과의 이격거리가 0 mm를 시작으

로 12.5 mm까지의 반응값을 플롯(plot)하여 구했다.

이격오차선은 저밀도에서 완만한 경사를 보이며, 중밀

도와 고밀도, 초고밀도 쪽으로 갈수록 급한 경사를 보

인다. 이격기준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고, 이격기준선과

이격오차선의 기울기 차이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교

점결정에서의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그

만큼 고밀도공으로 갈수록 이격보정에서의 오차 증대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LSD-SSD, MSD-SSD 두 조합

의 차트에서는 초고밀도의 이격오차선이 이격기준선과

교차하지 않아 이격보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그 극

Fig. 3. Spine baselines of High density borehole (KLW-3) and Very high density borehole (KLW-4) in consideration of the

attenuation characteristic of the radioactive source; (a) before correction and (b) after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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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한 예라 할 수 있다. 

Fig. 4에서 제시된 이격기준선 및 이격오차선 외에도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3차례의 이격실험 결과가

있으며 Fig. 5는 측정 시간을 달리하여 얻어진 4회의

이격기준선과 이격오차선을 모두 함께 도시한 결과이

다. 선원의 반감기에 따라 방사능선원의 크기가 변하

는 만큼 이격기준선과 이격오차선의 변화가 나타나 있

다. 이러한 점은 이격보정에서 맞이하는 큰 어려움 중

의 하나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격기준선과 이격오차선의

궤적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전

반적인 궤적에 주목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감마선원의

Fig. 4. Conventional spine and ribs curves obtained in

2011.; (a) LSD-MSD, (b) LSD-SSD and (c) MSD-SSD.
Fig. 5. The composite of conventional spine and ribs

curves obtained in 2007, 2008, 2009 and 2011; (a) LSD-

MSD, (b) LSD-SSD and (c) MSD-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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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가 감소함에 따른 측정값 감소로 이격기준선이 점

차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격오차

선 또한 왼쪽으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나 경사에

따라 눈에 띄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이격오차

선의 경사가 작게 나타나는 저밀도공일수록 이격오차

선의 시간 경과에 따른 좌이동이 약하게 보이며 고밀

도공으로 갈수록 좌방향 이동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저밀도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양

상과 함께 저밀도 쪽에서의 이격보정이 상대적으로 용

이함을 지시하고 있다. 

반면에 이격기준선과 이격오차선을 이루는 각 측점

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경향에 주목하면 동일

이격거리에서의 감마반응값 변화 경향은 이격기준선과

이격오차선의 전반적인 변화 경향에 비해 불규칙적인

양상이 많이 관찰된다. 이는 그만큼 방사능 측정에 오

차가 많이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5. 밀도형 이격보정 적용

일반 이격보정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이격기준선과

이격오차선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이

격보정 실험이라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수적이다. Fig. 5

는 이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하는 방안으로 Fig. 3에

서의 종축과 횡축의 측정값을 겉보기 밀도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Scott(1977)의 밀도형 이격보정 차트로 변환

시킨 결과이다. 밀도형 이격보정의 기준선 역시 이격

거리가 0 mm일 때의 검출기 반응값을 겉보기 밀도로

환산하여 플롯(plot)하여 회귀방정식으로 작성하였다

(Fig. 6). 밀도형 이격보정 차트의 장점은 일반 이격보

정(Fig. 5)에서 선원의 반감기에 따른 측정값 감소로

기준선과 이격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것과 달리 선원의

감쇠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점이다. 밀도형 이격보정

은 겉보기밀도로 환산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

른 측정값이 달라도 밀도보정식을 통해 산출된 밀도변

화 양상은 측정 시기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이 주기적으로 이격실험을 실시

해야 했던 일반 이격보정 방법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예상된 바와 같이 이격기준선이 LSD-SSD 조합에서

포물선의 형태를 보이고 LSD-MSD 및 MSD-SSD 조

합에서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경향이나 이격오

차선이 저밀도에서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고밀도 쪽으

로 갈수록 급한 경사를 보이는 등 전반적 형태는 일반

이격보정 차트에서와 동일하다. 

Fig. 7은 2007년에서 2011에 걸친 4회의 이격실험

결과를 모두 밀도형으로 변환시켜 하나의 차트 위에

플롯(plot)해 놓은 결과이다. 부분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관찰되고 있으나 일반 이격보정 차트에서 나타

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준선과 이격선의 변화가 최소

Fig. 6. Spine and ribs curve in terms of apparent density

obtained in 2011.; (a) LSD-MSD, (b) LSD-SSD and (c)

MSD-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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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된 효과는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밀도 공에서

일치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일반 이격보정과의 가

장 큰 차이는 밀도축으로의 변환에 따른 기준선과 이

격선의 미세한 기울기 변화이며 이 미세한 차이가 이

격보정 효과를 달리하게 된다. 

6. 검출기 조합 및 이격보정 차트별 이격효과

제시된 결과는 이격보정이 일반 이격보정인지 밀도

형 이격보정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 이

격보정일 경우 선원의 강도가 약해지며 시간에 따라

그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밀도형 이격보정은

보정공의 겉보기 밀도의 변화양상에 차이가 없어 시간

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시추공벽과 검출기의 인위적인 거리변화를 주는

이격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과 달리 밀도

검층기의 교정 작업에서 획득되는 기준선만으로 이격

보정 차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격보정

차트의 종축과 횡축에 3가지 검출기를 분배하여 검출

기 조합(LSD-MSD, LSD-SSD, MSD-SSD)의 차트를

작성할 수 있다. 검출기 조합에 따른 기준선과 이격선

의 형태를 살펴보면, 검출기 간격이 가장 긴 LSD-

SSD 조합은 포물선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상대적으

로 간격이 작은 LSD-MSD, MSD-SSD 조합은 직선

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이격오차선은 밀도가 증가

할수록 오차선의 경사가 커져 이격기준선과 이격오차

선의 기울기 차이는 작아지게 된다. 이는 이격기준선

과 이격오차선의 교점결정에서의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그만큼 밀도 증가에 따라 이격보정에

서의 오차 증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이격보정의 유형과 검출기 조합에 따른

이격보정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이격보정 유형

별 기준선과 이격선의 교점 밀도를 산출하여 실제 밀

도와의 차이(오차)를 구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Fig. 8로 제시된 결과는 시기를 달리하는 4회

(2007, 2008, 2009, 2011)의 측정에서 구해진 오차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일반형 이격보정에서의 오차 내역은 Fig. 8a에 도시되

었다. LSD-MSD 조합의 경우 저밀도에서 0.014 g/cm3

로 가장 낮고 중밀도 0.020 g/cm3, 고밀도 0.012 g/cm3,

초고밀도 0.101 g/cm3로 모델의 밀도가 클수록 오차가

증대되고 있다. LSD-SSD 조합의 경우에도 저밀도에서

0.020 g/cm3로 가장 낮고 중밀도 0.037 g/cm3, 고밀

도 0.034 g/cm3의 순으로 커진다. MSD-SSD 조합의

경우에도 저밀도 0.021 g/cm3, 중밀도 0.064 g/cm3,

고밀도 0.136 g/cm3으로 전반적인 양상이 LSD-SSD

조합의 경우와 비슷하나 오차의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초고밀도공에서의 MSD-SSD와 LSD-SSD 조합은 이격선

Fig. 7. Composite of spines and ribs curves in terms of

apparent densities obtained in 2007, 2008, 2009 and 2011;

(a) LSD-MSD, (b) LSD-SSD and (c) MSD-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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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선과 교차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어 제외되었다.

밀도형 이격보정에서의 오차 내역은 Fig. 8b에 도시되

었다. LSD-MSD 조합의 경우 저밀도에서 0.017 g/cm3

로 가장 낮고 중밀도 0.020 g/cm3, 고밀도 0.044 g/cm3,

초고밀도 0.86 g/cm3의 순으로 오차가 증대되고 있다.

LSD-SSD 조합의 경우에도 저밀도에서 0.020 g/cm3로

가장 낮고 중밀도 0.037 g/cm3, 고밀도 0.044 g/cm3

의 순으로 커지며 이격오차선이 이격기준선과 교차하

지 않는 초고밀도는 제외되었다. MSD-SSD 조합의 경

우에도 저밀도 0.017 g/cm3, 중밀도 0.057 g/cm3, 고

밀도 0.143 g/cm3에 초고밀도에서 이격오차선이 이격

기준선과 교차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양상이 LSD-

SSD 조합의 경우와 비슷하며 오차의 규모가 더 크다

는 차이를 보인다. 

모든 검출기 조합에서 공통적으로 저밀도공에서 낮

은 오차를 보이고 LSD-MSD 조합 > LSD-SSD 조

합 > MSD-SSD 조합의 순으로 오차가 증대되는 현

상 등, 일반형 이격보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결과

가 밀도형 이격보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밀도형 이

격보정에서의 일반형 이격보정에 비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으로 오차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며

이는 Park(2010)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그

러나 대부분의 이격보정이 필요한 구간이 주로 암반의

풍화대나 토양층 등 저밀도 구간에 해당함을 고려하면

밀도형 이격보정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오차가 문제

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지하수위면

하부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지하수위면 상부의 이

격보정에서는 제시된 초고밀도의 큰 오차 또는 이격선

과 오차선의 교점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 이격보정 자

체가 불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강원대학교 내 설치된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초고

밀도로 구성된 4개의 NX 공경 지구물리 검층 보정용

실험공을 이용하여 이격보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먼저 보정공의 수직 및 수평적인 변화

를 추적하여 가장 안정된 반응을 보이는 구간 보정구

간으로 선정하였다. 

결정된 보정구간에서 2007부터 2011년까지 4회에

걸친 이격보정 실험이 수행되었다. 먼저 4회의 시간 경

과 이격 감마-감마 측정 자료의 분석 결과, 선원의 불

규칙적인 붕괴특성에 기인한 오차가 인지되어, 비이상

적으로 차이가 나는 감마반응을 잘라내는 방법을 적용

함으로써 이격보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일반 이격보정과 밀도형 이격보정 기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그 속에서 이격보정 효과를

비교하였다. 검출기 조합별 비교에서는 LSD-MSD,

LSD-SSD, MSD-SSD의 3가지 검출기 조합 중에서

LSD-MSD 조합에서 오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MSD-SSD 조합에서의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사용해 온 LSD-SSD 조합보

다 LSD-MSD 조합이 이격보정에 더 적합함을 말해주

고 있다. 

시추공 별 비교에서는 모든 공에서 예외 없이 시추

공의 밀도가 클수록 이격보정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밀도공에서의 작은 이격오차의 발생은 저밀

도 풍화대 또는 토양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

Fig. 8. The comparison of error sizes in determining true densities between LSD-MSD, LSD-SSD and MSD-SSD crossplots

for the (a) conventional spine and ribs technique and (b) the spine and ribs technique in terms of the apparent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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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격보정에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하수위면 상부의 지층은 어느 것이

나 높은 오차를 감수해야 하거나 기존의 이격보정 기

법을 적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일반 이격보정과 밀도형 이격보정의 비교에서는 밀

도형 이격보정에서 오차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그러나 풍화대나 토양층에 해당하는 저밀도 구

간에서는 일반 이격보정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어 풍

화대나 토양층에서의 이격보정에서 밀도형 이격보정을

활용할 필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또한 지하수

면 하부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지하수면 상부에서

의 밀도형 이격보정 기법의 적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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