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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ftware, titled GeoScope, has been developed to systematically store and 

reutilize the borehole log data produced during geotechnical investigation or 

resources development works. 

GeoScope l.0 can proceed about 30 attributes of borehole data corresponding two 

third of data to be treated in most type of logging sheet. These attributes are 

divided for the convenience of description on the logging sheet into three groups: 

heading , body and footing. 

Borehole data have three dimensional structure of x, y, z as spacial data. 

However, a concept of 2.5 dimension has been adopted in GeoScope to avoid 

rrumrruze the necessary resources of the storage, in which x and y represent the 

attributes and z a parameter. The attributes of borehole are managed in the 

independent tables so that unnecessary multi - registrations of data can be prevented 

and their integrity can be maintained. 

Windows 95/ 98 or NT Workstation was selected as the basic operation system 

for GeoScope, which are the most largely available for the users. Visual Basic 5.0 

of Microsoft was used as the development tool of the program and Microsoft 

Access as the engine of database. 

The performance of GeoScope has been tested through input and output operation 

of the real data obtained from a borehole and it was seen that every function is 

satisfied to be done, while some defects were exposed in respect of window design 

and help function. Visualization of log sheet as well as these elements sh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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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도로， 터널， 다리 등 토목 구조물 건설 시 지반조사를 위하여 수많은 시추가 이루 

어진다. 또한 지하자원 또는 지하수 탐사에서도 시추를 근간으로 한 지반조사가 수행 

된다. 

우리 나라의 지반조사 전문업체는 200여개에 이르며 연간 시추연장은 약 500km에 

달한다(구호본， 1995). 한국 도로공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약 500공의 시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장병욱 외， 1997). 이에 따라 국내 시추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구호본， 1995). 

이와 같은 시추조사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지반정보들은 해당 사업에서 사용되고 

나면 공사 완료와 함께 사장되며 이들 자료의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기관 

간 자료 공유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정보시스템 (NGIS)과 더불어 지반조사 분야에서도 지 

반조사 자료의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현재 지반정보 시스랩의 초기단계 

로서 시추공 자료의 DB를 위한 상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보다 진보된 형 

태의 지반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디어 플러스사에서 개발한 UNDERGROUND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 

며 태백캐드캠사에서 개발한 DRILLOG도 상용 프로그램으로서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들은 과거 수작업으로 진행되어오던 시추주상도 작성을 자동화하여 작업의 신속 

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들 

은 개개의 시추공 자료를 단순 저장하고 출력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자료를 가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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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지추자료들을 체계 

적 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지반정보시스템(HGIS)을 개발중에 있으 

며 그 기본 작업으로 시추자료 DB 프로그램인 GEOLOG를 제작하였다(장병욱， 1997, 

우철웅， 1998). 

1.2 연구목적 

‘ 지반정보 시스템은 자료의 저장과 관리에서부터 자료의 가공 및 활용이 intemet을 

기반으로 하는 network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 .1은 지반 

정보가 시스템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장에서 생산된 시 

추자료가 DB server에 집적되면 이를 가공 처리하여 다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intemet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 

톨짧톨톨 
X\ 

data 

를뤘휠 
그림 1.1 지반정보 시스템의 구성 

지반정보 시스템의 구축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 시추조사 자료의 DB화 

p 자료의 가공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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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구축 

저장 관리할 수 시추자료를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서 연구는 지반정보 시스템 본 

있는 프로그램인 Geoscope를 개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Geoscope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시추주상도에 기재되는 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 정보들을 결과에 등르;<:::l ..., 。
t:r: ~二
.:L. "\二J실험 모든 수행되는 대해서 시추코아에 및 시추공 

일반적인 문자정보뿐만 아니라 지질도， 코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사진， 코아 스캐닝 자료 등 그림정보도 포함된다. 

1 ’ 4 
1 
L 

저장할 수 



2 장 시추자료 분석 

평면상에서 보면 하나의 점인 시추공 하나가 그 인근의 지반 상태를 대표한다는 

점과，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시추를 통해 지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비교적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확실하게 지하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추자료를 통한 지반조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추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 즉 시추 자료의 

특성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장에서는 시추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그 특 

성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떤 기법을 사 

용하는지를 밝히도록 하겠다. 

2.1 시추자료의 종류 

시추를 통해 얻은 지반 정보는 주상도라는 형식(그림 2.1)을 통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때 주상도는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어 보는 사람이 지반의 상태를 한눈에，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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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자료를 담고 있는 주상도는 공사의 성격상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상도의 형식으로 남게되는 시추 자료는 건설 계획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 

지 종류가 존재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시추공에서는 다시 같은 자료를 얻을 수 가 없으므로 주상도를 통 

해 시추자료를 남기고자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즉 필요한 속성 (attribute)과 

정확한 속성값(attribute value)을 담고 있어， 이후에 다른 건설계획에서 정보로서 활용 

될 때 그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시추자료를 담고 있는 주상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략 10여 종류의 주상도가 사용되고 있다. Park등(998)이 그 중 몇 종류의 양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양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2.1). 

표 2.1을 보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양식들은 토양에 대한 속성은 잘 나타내고 

있는 반면， 암석에 관한 속성이 부족함을 볼 수 있는데， 불연속체로서 해석되어야 할 

암석의 경우 중요한 절리에 대한 정보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사 기간， 혹 

은 그 이후에도 지하수위에 대한 관측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암반 내의 절리에 관한 속성을 비교적 상세하 

게 나타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공사의 경우 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곳에서 사용되는 주상도에는 절리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많이 반영되고 있다(한국철 

도기술협 력회， 1993). 

그러므로 계속된 연구를 통해 건설 1목적에 필요하고 지반특성 파악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주상도 형식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A 
% 

, , ‘ 
ι
 



표 2.1 국내에서 사용중인 시추 주상도 비교 (Park 외 I 1998) 

경부고 
속철도 

서울지 
하철공 
사 

도로퓨 
사- 도폼공 

(뽑오 (시휠굴) 
도로공 
사 

(터널) 

도로공 
사 

(교량) 

고
。
 

1
r얘
이
 

감
 λ 
토
 

도로공 
사 

(암반) 

=",1l τ7 
，.-덕1 

사 
죠:λA -, 。

• -------
• • 

• 

--------
θ 

• 
• 

• 
]

••• 

----

• 
--• • • • • • 

• 
• o 
·
·
·
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O 

--• 

• 
~ 

• 
O 

O 

• • • • 

• 
。••• 

심도 
층 두께 
지하수위 
지하수위 
(모니터링) 

토양/ 
아서시벌 

토양/ 
。lλ4 도E흐르 
P -, 0 ~" 

색상 
절리 형태 
절리간격 
기술 

케이싱/ 
λR 프~ 1:11-남} 

시료번호 

시료형태 
(교란여부) 
N값 
(β5.P.T.) 

투수계수 
코어 
회수율 

D' /5' /F' 
점하중 
시험 
베인시험 

함수율 
건조밀도 

단축 
압축강도 

고도 

• 
• 
• 
O 

• 
O 

• 
• • 

0: 잘 못 나타냄 θ : 보통으로 나타냄 

{ 
「u 

1 
4 

. : 잘 나타냄 



2.2 시추자료의 속성 

하나의 시추공(hole)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따라붙게 된다. 즉 이차원 혹은 삼차원 

의 공간에서 주어진 하나의 시추공에는 각 심도에 따라 암석이나 토양의 종류가 。l~λ^ c즈 

것이고， 색상이 있을 것이다. 한편 절리 간격을 비롯한 여러 지반 정보에 관련된 정보 

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이때 이런 것을 우리는 속성 (attribute)라고 한다. 한편 특정한 

공간의 · 지점에서는 각각 그 지점에서의 암석과 토양의 종류， 색상， 절리간격에 해당되 

는 구체적인 값을 가지게 된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속성값(attribute value)이라고 한 

다(그림 2.2). 

쐐
 
공
 

며
」
 
츠
·
 

멸
 시
 

은
 의
 

혹
 나
 

간
 하
 

공
 서
 

5.23 

7.21 암석/토앙 종류| 풍화암 

9.81 
M’.^t -“:::> 갈색 

절리간격 13-13 

RMR 115 

그림 2.2 시추자료의 속성I 속성값 

하나의 시추공은 대략 40에서 507H 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993b, C), 편의상 시추 주상도 상에서 나타나는 형식과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하여 머리발， 몸말， 꼬리말로 나누어(그림 2.1 참조) 살펴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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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의 특성과 그 속성을 데이터 베이스로서 구축하고자 할 때 어떤 특성이 있는 지 

를 보도록 하겠다. 

2.2.1 머리말 

머리말은 시추공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건설 계획/사업명， 시추공변 

호， 일자， 목적， 발주처， 위치(좌표)등이 여기에 속한다. 시추 주상도는 하나의 시추공에 

대해 하나의 머리말만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하나의 시추공에 

대해 하나의 속성값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다른 시추공과 같은 

속성값을 공유할 수도 있다. 예를 들변 하나의 시추공에 대해 발주처가 두 개일 수는 

없지만 두 개의 시추공에 대한 발주처가 하나일 수는 있다. 그러므로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관리 체계 (RDBMS)에서 테이블을 구성하고자 할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설 

계를 해야한다. 이에 관련해 본 연구에서 구현한 결과에 대해서는 2.3절 자료처리에서 

다루도록 하겠고，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 

다. 

본 연구에서는 머리말 부분에 대해 표 2.2와 같은 속성을 설정하여 그 성질을 파 

악하고 그것에 맞는 변수타입을 설정하였다. 특히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 등에서 활용 

되기 위해 만들어져야할 표준 주상도 양식에서 꼭 펼요로 하는 속성에 대해 고려했는 

데 각각 표에서 기호를 사용하여 포함 되야 하는 것 (e)과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 ())으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였다. 

껴
 
t 1 

4 



포함되어야 머리말 부분 (표준양식에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시추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성중 

할 사항의 범례 :. 포함돼야 함 I 
2.2 표 

변수 타입 표준양식 토등 λ키 -, 。
디] 

^ 정 의 깅:λ4 
õ 。

문자형 • 시추 이름. 여러개의 

공에 걸쳐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공사의 하게된 시추를 
프로젝트명 

문자형 • 조사의 목적 표기 예) 실시설계 지반조사 모적 

문자형 • 데이터 파일의 단위가 될 시추공 번호 시추공번호 

문자형 • 공사를 발주한 회사 발주처 

문자형 • 시추를 담당한 회사 시추회사 

시추공위치 λ1 .A.혀 
2..딩 • 좌표계에 의한 시추공 위치 

실수형 • 고도 시추를 시작한 지점의 시추시작고도 

날자 

.Al è:.‘허 
2..딩 

• 
• 

시추를 한 일자I 시추 완료일로 기재되기도 함 

표기되는 지하수위y 몸말에서 

같 

머리말 부분에 

도 나타난다. 

시추를 담당한 사람. 전 프로젝트에 걸쳐 

시추년월일 

지하수위 

문자형 • 없
 랩
 

도
 
주
’
 

<T

-
주
 

을
 
시
 

시추자 

문자형 •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에는 

점검한 사람. 전 

걸쳐 같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명시해 놓았지만 

조사자 

문자형 • 없는 항목 
지질조사자 

문자형 • 시추에 사용된 기계I 형식 사용장비 

문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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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λJ ...., 0 정 의 및 특 성 

하나의 시추공에 따른 전체 주상도중 몇 페 

주상도번호 이지에 해당되는 가를 나타내는 번호 예) 

시추방향 

날씨조건 

2.2.2 몸말 

Sheet 1 of 1 

수직 시추가 아니면 명시 

작업시 우기동 영향을 주는 날씨 

표준양식 변수 타입 

• 

ι 

해당 없음 

문자형 

문자형 

몸말에서는 시추심도에 따른 속성값들이 본격적으로 기재된다.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2.3) 

@ 위치와 관련된 정보 :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 시추 심도， 층의 두께， 지하수위 

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 각 층에 관련된 지질학적 정보 : 시추공은 지반공학적 지질공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지닌 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런 층에 따라 변화하는 토양의 종류， 암석의 

종류 그리고 그에 따른 층의 색상 변화， 각층에 대한 기술， 절리에 대한 정보， 풍화도 

등이 나타나있다. 표기법이나 기술법은 각종 기준에 따른다(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993a) 

@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 시추코어의 구경 및 종류， 시료 번호， 시료상태(교란 혹 

은 비교란)등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 

@ 현장/실내 시험값 · 현장에서나 실내에서 수행된 각종 시험 결과가 담겨 

데， 하나의 지점에 대한 값일 수도 있고 구간에 대한 값일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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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시추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성중 폼말 부분 (표준양식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범례 :. 포함되야 함 ‘ ]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z 

τ
 

표
 격二 λA -, 。 정 의 및 특 성 변수 타입 
。Eλ1
。「

시추지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깊이에 놓여 있 
표척 해당 없음 

는가를 알게 해주는 기준척도. 

해수면으로부터 얼마만큼 높이에 있는가를 

표고 알려주는 값. 시추가 진행됨에 따라 값이 작 

아진다. 깊이값과 표고를 통해 환산한다. 
• 해당 없음 

깊이 시추 지점에서 시추가 진행된 정도. • 실수형 

、두께 구간에 따른 층의 두께 . • 해당 없음 

그 층에 대한 토양의 종류와 암석의 종류를 

암석종류 

나타낸 것 기호화 시켜 나타낼 경우 토양은 

통일 분류법을 따르면 될 것이다. 실제 주상 

도에서는 기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으로 나타난다. 

• 문자형 
토양혹은 

심도에 따른 지층의 변화를 기호로서 나타낸 

것. 이것에 따른 변수를 따로 할당할 펼요는 
주상도 • 해당 없음 

없고 토양이나 암석 종류에 따른 심벌을 나 

타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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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소성 정 의 및 특 성 
표준 

양식 
변수 타입 

절리 형상 

절리의 모양을 방향과 간격을 고려하여 표 

현. 가능하다면 각도와 간격을 입력하면 그 

림으로 나타나도록 함. 단지 간격빈도만 보 

자면 아래의 절리 간격을 통계적으로 표현. 

ι 실수형 

절리 간격 절리간격의 최대/ 최소/ 평균값을 입력 • 실수형 

코어 스켄 사진 삽입하는 형식으로 표현 OLE 개체 

해당되는 층에 대한 기술로 다른 속성에서 

다루어 주지 못한 부분을 적어 놓는다. 주로 

기술 풍화 정도I 조직l 작업상태들을 적는다. 내용 

이 상당히 많아 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공 

간을 확보한다. 

• 
문자형 

호으 --, '-

메모형 

심도에 따라 케이싱 타입이 변하는 것을 기 

케이싱 종류와 술하고 코어시료인지 관입시료인지를 기술 

샘플링 방법 한다. 몇가지 유형중에서 선택하여 고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자형 

1 
l ‘ 

q 
/ 
i 



표 2.3 (계속) 

그
 
} 
ι
 

표
 죠:λ4 

「 。 정 의 및 특 성 
양식 

변수 타입 

층의 색상 문자형 층의 색상을 기재함 

표준관입시험을 통해 얻은 30cm당 타격 횟수 

N 값/ 를 숫자로 나타내는 경우/ 그래프로 나타내는 

표준관입시험 경우r 둘다 나타내는 경우둥이 었다. (연약 

암반을 만날 경우 둘다 필요) 

• ~:l~혀 
。 1 。

cmjsec.의 단위를 보통 가지며， 그래프로 나 

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흔히 N값과 같은 
현장투수계수 

칸을 사용하여 상부 토양부분에서는 N값을 

하부 암반에서는 투수계수를 기재한다. 

• λ1 2'‘혀 
21 0' 

T.c.R. j R.Q.D. 
%단위를 가지는 값으로 두개의 값을 보통 같 

은 난에 기재 • λ1 ...... 혀 
21딩 

D’ j5'jF’ 
Rock Quality parameter로 D는 

Decom position, 5는 5trength, F는 

Fracturing를 의 미 
• 정수형 

풍화도 

6개의 동급에 맞추어 R, C, H, M, 5, F로 표 

기하고 적당한 숫자를 할당. D' j5' jF'의 D항 

과유사 
• 정수형 

점하중시험 
대표심도구간에 관계없이 어느 지점의 시료 

에 대한 시험값을 명시 • 실수형 

함수율 실수형 주로 실내 시험을 통해 함수율 기재 

건조 단위 중량 
현장 혹은 실내 시험을 통해 얻은 값을 기재. 

시험구멍이에서 얻음 
실수형 

” 
“ 



표 2.3 (계속) 

• ( } 

ι
 

표
 속성 정 의 및 특 성 
양식 

변수 타입 

탄성파 속도 P파와 S파의 속도를 측정 I 실수형 

시료 번호 시료 채취를 한경우 시료의 번호를 기재 • 문자형 

시료 형태 교란시료인지 비교란 시료인지동을 기재. • 문자형 

단축 압축 강도 
실내 시험을 통해 강도/ 비배수 전단강도/ 

마찰각을 알아냄. 단위는 kg/c마 

현장 베인 시험을 하거나 시료에 대해 실내 

전단강도 시험 시험값을 기재. 단위는 점착력l 강도는 kg/ 

ι 실수형 

ι 실수형 

C따/ 각도는 degree. 

실내 시험을 통해 강도， 비배수 전단강도/ 

삼축 압축 강도 마찰각을 알아냄. 단위는 점착력은 kg/ cm', 

각도는 degree. 

I λ1 각:혀 2 -1 。

액성한계 액성을 나타내는 한계에서 함수비 실수형 

2.2.3 꼬라말 

여기서는 범례와 각종 기호의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하수위의 변화 

등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머리말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회사명칭 등을 담고 

경우도 있다. 표 2.4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다. 

。1 느二 
λA'-

M 

ω
 



표 2.4 시추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성중 머리말 부분 (표준양식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범례 :. 포함되야 함 I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표준 
격-1:λ 。4 정의 및 특 성 변수 타입 

양식 

회사에 대한 회사 이름이나 주소. 사용자 설정때 입력한 • 문자형 
정보 자료가 표시되도록 함 

지하수위 변화 
기간동안 관측한 지하수위 변화를 표의 형 • 날자형 
식으로 표현 실수형 

비고 
시추 장비에 관련된 사항I 발생한 문제등 

ι 문자형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기재 

2.3 자료처리 

시추자료는 시추자료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 때문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나름 

대로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이 충 

족시켜 줘야할 조건을 살펴보고 그것을 위해 가져야할 구조를 본 후 실제 프로그램에 

서 사용하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 졌는지를 살 

펴본다. 

2.3.1 공간상의 정 보 

시추자료는 일반적인 공간상의 자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림 2.2에서 보듯이 

평면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지점에 대해 수직적으로 다른 속성값을 가지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2차원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풀면 곤란하며 3차원적인 구조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3차원 구조를 가지려면 X , Y의 구조에 Z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므로 결국 

변수를 하나 더 할당하는 꼴이 되므로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5차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즉 X, Y좌표와 z좌표 

를 곧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변수로 삼고 후자를 그에 속성으로 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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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전자를 속성으로 후자를 변수로 삼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반면 이 방식은 평면 공간상에 나타나는 좌표를 통해 검색하고자 할 때 많은 시간 

이 요구되는 단점을 초래 할 수 있다. 

2.3.2 자료 구조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시추 자료는 일정한 구간에 대해 토양과 암석의 성질， 

그 밖의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시추 주상도 프로 

그램에서는 표 2.5와 같은 입력형태의 입력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정해진 구간에 대 

해 그 구간이 가지는 속성값을 입력하는 것이고 이러한 구조로 내부에 저장된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돼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속성 값이 정해진 구간 

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베이스로는 지반의 상태를 

올바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표 2.5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데이 

터 구조를 가진 자료에서 지하수 위를 입력한다고 해보자. 그때 지하수위는 반드시 정 

해진 구간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833.56지점에 지하수위가 존재한 

다고 할 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표 2.5 일반적으로 시추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 (Park외， 1998) 

충상부 
암석/토양 

색상 형태 시료번호 τ三5i;- 증。Pj!- 케이싱종 ... 
종류 

832.80 833.14 BX shnw 갈색 충적토 H-12 ... 

833.14 833.26 BX shl 갈색 풍화대 H-13 ... 

833.33 833.45 BX shld 
짙은 흑운모 

H-14 ... 
회색 면마암 

833.74 834.90 OP rzd 
짙은 혹운모 

H-15 ... 
회색 면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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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된 자료 구조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의 속성은 그 나름대로의 심도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위와 

같이 공통적으로 심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쉽게 지반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구간 값이 아니라 하나의 지점으로 나타나는 단축압축강도나 다른 

시험 값들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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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 A「-ι。j 케이싱 

시추공 1 종류 

뉴--
」A1‘^j 암석/토 

2 양종류 

격;1:λ ~ 
색상 뉴--

3 

강i-:1λ 。J
형태 •--

4 

총상부 충하부 속성값 

832.80 833.14 BX 

833.14 833.26 BX 

833.33 833.45 BX 

833.74 834.90 OP 

τ ~사。←닝「 충하부 속성값 

832.80 833.14 shnw 

833.14 833.26 shl 

833.33 833.45 shld 

833.74 834.90 rzd 

충상부 충하부 속성값 

832.80 833.14 갈색 

833.14 833.26 갈색 

833.33 833.45 짙은 회색 

833.74 834.90 짙은 회섹 

충상부 걷 흐r‘Q1「-B「 속성값 

832.80 833.14 충적토 

833.14 833.26 풍화대 

833.33 833.45 흑운모 편암 

833.74 834.90 혹운모 편암 

속성값 

지하수 

그림 2.3 시추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는 자료 

구조 (Park 외 I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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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를 택하게 되면 한가지 불편함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같 

은 구간에 따라 속성값이 변하게 되는 대부분의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통 심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입력단계에서 

같은 구간에 따라 같은 속성 값을 가지는 속성들을 미리 선택하여 입력단계에서 불편 

함이 없도록 하였다(그림 2.4). 

그림 2.4 입력단계에서 같은 심도에 따라 속 

성값이 변하는 속성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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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구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에서는 이상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고자 그림 

2.5와 같은 구조를 택하였다. 이 구조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엑세스를 이 

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관리 체계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기업을 

막고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테이블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시추공의 속성에 

해당되는 것들은 각각 테이블로 독립시켜 그림 2.3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구조를 만족 

시켰다. 

그림 2.5 프로그램에서 채택한 자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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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추회사， 발주회사 정보 역시 다른 테이블로 독립시켜 국가 GIS사업에 활용 

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각 테이블은 관계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으며 키를 통해 각 테이블안에서는 무 

결성을 유지하고 중복성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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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프로그래밍 

3.1 절계 환경 

컴퓨터 상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작성에 필요한 환경으로는 일반적으로 운영체 

제와 개발 도구(각종 언어 및 라이브러리 둥)가 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 

그 램 을 작성 할 경 우에 는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ct 하여 세 부적 인 파 
일 처리까지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3.1.1 운영 체제 

운영체제 (OS Operating System)는 개발 환경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 

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어떤 운영체제하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사전 단계에서 결정해 

야 한다. 이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무엇 

인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MS-Windows 

95, 98, NT workstation을 사용한다. 이 외 에 도 개 인 사용자로서 Linux나 OS/2, Mac 

OS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가장 널리 보급된 PC 운영체제인 

MS-Windows 95, 98, NT workstation(이하 Win32)을 기본 운영체제로 정하였다. 

1)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컴퓨터 장치를 운영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각종 입출력장치와 사 

용자의 명령을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로는 DOS, Windows, OS/2, 

Unix, linux 등 이 있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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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개발 도구 

Win32 상에 서 사용할 수 있는 개 발 도구로는 Microsoft사의 Visual C++ , Visual 

Basic, Visual Fortran과 Borland 사의 Borland C++ , Delphi 둥이 있으며 그 외 에 데 이 

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주로 하는 Power Builder 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Visual Tool 중에서 사용이 편리하며 많은 제3자 라이브러리를 제 

공하고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제작에도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Visual Basic 

5.0 Enterprise Edition(이하 VB)을 주 개발 도구로 정하였다. VB는 운영체제 개발회 

사인 Microsoft의 제품으로서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VB의 주요 특정 및 제공환경은 다음과 같다(주경민 외，1998). 

@ 이 벤트 처 리 방식 프로그 래 밍 (Event- driven programming) 

(2)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 언 어 지 원 

@ 오브젝트 중심 프로그래밍 지원 (Object oriented programming) 

@ OLE 자동화 도 구 제공 

(5) DAO(Data Access Object) 및 Jet 데 이 터 베 이 스 엔진 제 공 

@ 인터넷 관련 개발도구 제공 

3.1.3 데이터베이스 엔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작업인 자료의 효율적인 저장 및 검색을 위해서는 전문적 

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개발자가 이 부분까지 직접 코딩을 실시하여 자신의 

용도에 맞게 개발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며 프로그램의 개정 

및 수정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수준(하드웨어 수준)에 관련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는 DBMS를 사용하게 된다. PC 수준에서 사용되는 DBMS로는 

Microsoft사의 Access, Lotus사의 Approach, Borland사의 Visual dBase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crosoft사의 Access를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정하였다. 이는 

VB에 서 직 접 적 으로 Access database file(MDB)을 지 원하며 이 후 다중 사용자 환경 으 

로의 전환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t:}(Microsoft， 1997). 

Access의 주요 특징 은 다음과 같다(Jennings， 1996; 김 권 식 , 1996). 

φ 관계 형 데 이 터 베 이 스 엔진(Jet DB engine) 

? 
」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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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 멀티미디어형 자료 형식 사용 가능 

@ 테이블 (Table) , 질의 (Query) , 폼 (Form) , 보고서 (Repoπ) , 매크로(Macro) ， 모 

율 (Module) 개체로 구성 

@ 각종 마법사 기능 제공 

@ 인터넷 관련 개발 환경 제공 

3.2 프로그램 설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경우 크게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응용프로그램 

설계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설계를 마쳐야만 응용 

프로그램 설계가 용이해지며， 이후의 유지 보수에도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게 된다 

(이석호， 1992; 전병선， 1996) , 

본 연구에서는 지질 주상도와 관련된 자료의 효율적 저장 및 처리를 담당하는 데 

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 설계 기준 

에 준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이후에 언급되는 데이터베이스 및 DBMS는 관계형만을 

언급한다. 

3.2.1 데이터베이스 및 DBMS 

데이터베이스란 어느 한 조직의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저 

장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하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은 파일 시스템에서 야기된 데이터의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으로서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석호 1992),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DBMS는 관계형 모델에 기 

초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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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앞서 정의한 내용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된 데이터 Ontegrated data) 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같은 데 

이터가 중복도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데이터베이스는 저장된 데이터 

(stored data) 이다. 이것은 책상이나 파일 캐비넷에 들어있는 자료가 아니라 테이프나 

디스크와 같이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말한다. 셋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 (operational data) 이다. 어떤 조직 

도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데이터가 있기 마련인데 이 

것을 운영 데이터라고 한다. 넷째 데이터베이스는 공용 데이터 (shared data) 이다. 이것 

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응용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 조직에 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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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웅용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며， 이용하는 공용 데이터라는 것이 

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개체 (entity)와 관계 Crelationship)로 구성된다. 개체란 

데이터베이스가 표현하려고 하는 유형， 무형의 정보 대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상도의 경우 주상도에 기록되는 모든 자료가 개체가 될 수 있 

다. 개체는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레코드에 대웅한다. 하나의 개체는 하나 이상의 속성 

(attribute)으로 구성되며 각 속성은 그 개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기술해 준다. 예를 들 

어， 시추공이라는 개체는 공사명， 시추업체 이름， 시추공 이름， 위치， 심도， 심도에 따른 

각종 물성치 등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속성은 보통 펼드(field)라고도 한다. 해당 속성 

또는 필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총칭해서 도메인 Cdomain)이라 한다. 

각 개체 집합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관계 Crelationship) 7}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관계도 데이터베이스 표현에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 하면 이 관계도 어떤 의미를 나타 

내는 것이고 따라서 정보의 대상이 되어 개체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 

추공 개체에서 “00공구에서 시추를 담당한 시추업체를 검색하라” 고 하면 공사명과 

시추업체간의 속성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 다른 시추업체라는 개체가 있다고 할 

경우 “00공구를 시추한 업체의 대표자를 검색하라”의 경우 시추공과 시추업체간의 

“작업” 이라는 관계가 존재하며 이것이 개체 관계가 된다. 이 경우 ”작업”이라는 관계 

가 없다면 위의 질의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는 데이터베이스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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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관계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는 시간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할 수 있는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석호， 1992). 

3.2.1.2 관계형 DBMS 

DBMS는 과거의 파일 시스템에서 야기된 데이터의 중복성과 종속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으로서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로서 모든 웅용 프로 

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소프트워l 어 시스템 (software 

system)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DBMS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 아이디어가 그림 3.1에 표현되어 있다. DBMS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접근방법， 처리 절차， 보안， 물리적 구조 등 

에 대해서 자세히 관련할 필요없이 원하는 데이터와 처리 작업을 DBMS에 요구만 하 

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으로 조직하고 접근하며 전체 

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DBMS의 특성상 DBMS는 정의 기능(definition facility) , 조작 기능 

(manipulation facility) , 제 어 기 능(control facility)을 가진다. 정 의 기 능은 웅용 프로그 

램과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하나 

의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하는 기능을 말한다. 조작 기 

능은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DBMS는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데이터의 검색 갱신 삽입 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연산을 지원하는 도구 

를 통해서 구현된다. DBMS는 공용 목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대해 

항상 정확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정확성 

은 데이터 공용의 기본적 가정이며 관리의 제약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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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응용프로그램과 DBMS 

3.2.1.3 관계 데이터 제약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약 조건은 키 (Key)로부터 유래되는 개체 무결성 (entity 

integrity) 제 약과 참조 무결성 (referential integrity) 제 약이 있다. 

먼저 키란 테이블 내의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펼드 집합을 말한다. 

키가 되기 위해서는 유일성과 최소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키는 해당 테이블의 

자료를 다른 자료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의 펼드라도 제외되면 

유일성이 만족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후보 키들 중에서 테이블 내의 자료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이 기 본 키 (primary key, 개 체 식 별)이 며 외 래 키 (foreign key, 개 체 참조) 

는 유일하게 개체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계 모델은 이러한 키를 기본으로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 제약이 존재한다.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에 속해 있는 필드는 언제 어느 때고 널 (nu!l) 값을 가질 수 없 

다는 제약이다. 관계 모델의 테이블이 포함하는 레코드들은 현실 세계의 개체를 나타 

내는 것이다. 그런 이 개체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기 

본 키를 통해 식별하게 된다. 만일 기본 키 값의 일부 또는 전부가 널값(정보 부재)을 

가지게 된다면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되어 키의 정의에 위반된다. 또한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되면 서로 구분할 수 없는 개체가 존재한다는 뜻 

이므로 개체의 정의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기본 키는 유일한 식별성을 잃게 하는 널값 

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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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무결성이란 테이블이 대응이 안되는 외래 킷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여 

기서 대응이 안되는 외래 킷값이란 널이 아니면서 목표 테이블의 키값으로 존재하지 

않는 외래 키값을 말한다. 어떤 테이블의 레코드 1이 다른 어떤 레코드 2를 기본키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조했다면 실제로 레코드 2는 데이터베이스 속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 때 레코드 1이 레코드 2를 참조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외래 키이기 때문 

에 그 값의 레코드 2의 기본 키값이 된다. 만일 이 외래 키의 값이 널이라면 참조할 

레코드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래 키 값이 

명시되었지만 이 값을 기본 키로 하는 레코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 

공의 레코드를 참조하는 것이 되므로 문제가 된다. 

만일 데이터베이스가 이 두 가지 제약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데이터베이스는 현실 

세계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제약은 데이터베이스가 설계 구현되는 초 

기단계에서부터 이후 삽입， 삭제， 변경되는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만족해야만 하는 조 

건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변화에 따른 무결성 제약의 유지는 고도의 시스템 설계와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3.2.2 데이터베이스 설계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은 그림 3.2와 같다. 여기에서는 목표 DBMS 및 

기타 사항들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설계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걸 

쳐 실시하였다(전병선， 1996). 

처리 요구 

HjW 및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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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이석호I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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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테이블과 필드 결정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작업을 위한 정보를 저장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테 

이블을 결정한 뒤에는 각 테이블이 포함해야 하는 펼드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 

러 종류의 시추주상도에 기록되는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테이블을 

결정하였고 해당 테이블에 필요한 펼드들을 정의하였다. 또한 이후 추가적으로 생성되 

는 새로운 형의 시추자료가 있을 경우 용이하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였다. 

@ 정 규화(nonnalization) 과정 검 토 

테이블과 필드가 결정되면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규화는 펼요 없는 자료 

가 저장된다던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과정이다. 또한 여러 테이블에 중복되는 자 

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자료가 변경될 때마다 관련된 모든 테이블의 자료를 변 

경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없앨 수 있다. 

@ 테이블의 기본 키 결정 

정규화 과정을 거친 후에는 각 테이블의 기본 키를 결정한다. 

@ 테이블 사이의 연관 관계 결정 

모든 테이블이 생성되고 기본 키가 결정되면 각 테이블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꺼 

내오기 위해 테이블 사이의 연관 관계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에는 1:1 , l:n , n:n 

의 관계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관계는 l:n 관계이다. 

@ 데이터 무결성 결정 

데이터 무결성은 앞서 언급한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업무 규칙을 통해 무결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업무 규칙이란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예금액이 남아 있는 고객은 삭제할 수 없다는 둥의 규칙을 말한다. 

5 설계물 평가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끝나면 완성된 설계물은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갤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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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각 테이블은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는가? 

c> 모든 필드는 테이블과 관련이 있는가? 

P 정보가 완전한가? 

P 테이블이 사용하지 않는 펼드를 가지는가? 

p 중복된 데이터가 테이블에 입력되는가? 

P 업무 규칙이 강화되었는가? 

@ 설계물 원형 생성 및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설계과정이 완료되면 간단한 원형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여 테스트 

한 후 다시 설계에 반영한다. 

2장에서 논의된 자료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원형이다. 

3.2.3 응용 프로그램 설계 

응용 프로그램은 앞절에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자료의 입력(추가， 수정， 삭제) , 처 

리(검색， 계산) , 출력(보고서， 주상도)으로 이루어진다. 

GeoScope도 마찬가지로 입력부， 처리부， 출력부로 구성된다. 

\\\i 

GeoScope 

그 림 3.3 GeoScope 기 본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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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압력부 

입력부는 시추 주상도 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를 담당하도록 설계하였다. 입력 단 

계에서는 사용자의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 

을 피하고 콤보 박스나 리스트 박스 형태로 선택항목을 제공해서 입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테이블 형태와 폼 형태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2.3.2 처랴부 

처리부는 주상도 자료의 검색과 계산 등을 담당하도록 설계하였다. 현재 검색은 

단순한 검색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버전에서 검색 부분을 강화하여 GIS에 응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2.3.3 출력부 

현재 버전에서 중점을 둔 부분으로서 사용자가 자료만 입력하면 각종 양식의 주상 

도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버전에서는 기존의 주상도 양식을 모두 

제공하도록 하고 또 사용자가 정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2.3.4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프로그램의 기능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아무리 기능이 많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복잡 

하다면 전체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의 GeoScope는 tab 형식 

을 주된 인터페이스로 설정하여 손쉽게 자료의 입력， 검색，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 

고 각종 단축키와 메뉴 버튼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의 것들은 

일반적인 윈도우 프로그램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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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로그램 구성 

3.3.1 메뉴 

앞 절의 설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메뉴는 그림 3.4와 같다. 

데이터베이스 피일 얼기 11 오려 내기 

더|이터베이스 저장 11 붙이기 

데이터베이스 닫기 

주상도인쇄 

프린터 실정 

최근피일 

프로그램 종료 

시추업처| 관리 

빌주업체 관리 

토앙및임석심볼 

그림 3.4 GeoScope 메 뉴 

이러한 주 메뉴 외에도 작업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 

업메뉴도 정의해 놓아서 사용의 편이성을 도모하였다. 팝업메뉴는 그림 3.5에 나타나 

있다 

그림 3.5 Popup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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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메뉴는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거나 열기 저장 닫기 등의 작업과 주상도 

인쇄 및 프린터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최근 파일]에는 최근에 작업한 파일이 표시되어 

저장 경로에 관계없이 이전 작업하던 파일을 신속히 불러 올 수 있는 기능이다. 

[편집] 메뉴는 텍스트나 그림 둥을 복사하거나 오려서 붙일 수 있는 기능과 테이 

블 형태의 자료 입력 및 편집과 폼 형태의 입력을 전환하는 단일 레코드 편집이 있다 

(그림 3.6>. 

그림 3.6 테이블 형식 •• 폼 형식 입력 전환 

[검색] 메뉴에는 프로젝트 검색 및 복잡한 검색이 있으며 현재는 프로젝트를 키워 

드를 사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버전에서는 검색부분을 강화할 예정이 

다. 

[참고 자료 관리] 메뉴는 시추 주상도 참고 자료를 관리하는 것으로 공통 심도， 발 

주처， 시추업체， 토양 및 암석 심볼을 관리한다. 토양 및 암석 심볼은 현재 편집 기능 

은 제공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표준 심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3.7 - 3.9). 

[도움말]은 도움말과 로고를 보여주는 About이 있으며 도움말 기능은 아직 지원하 

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며 부가되는 기능과 함께 계속 

해서 갱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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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공통 심도 관리 

그림 3.8 시추회사 정보 관리 

그림 3.9 발주업체 정보 관리 

” 
상
 



3.3.2 VB 프로젝트 

VB에서 프로젝트는 폼과 모률로 구성된 한 단위로서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다. 폼 

은 윈도우에 해당하며 코드를 가질 수 있다. 모율은 순수하게 변수나 상수， 코드로만 

구성된 부분을 말한다. 폼이나 모률은 변수 및 상수， 프로시저와 함수를 정의할 수 있 

다. 프로시저에는 이벤트 프로시저와 일반 프로시저가 있으며 함수의 경우 리턴 값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젝트 구성요소는 그림 3.10과 같다. 

isEx Âs 800leanl 

:._ ~ frmAbout (frmAboutfrm) 
~ frmClient (Client.!rm) 
~ frmDriller <Driller.frm) 

.~ frmHoleForm (frmHoleForm.frm) 
:- ~ ’rmMain (GeoScope.frm) 
:-.. ~ frmP끼 nt (frmPrint.!rm) 
~ frmSelectltem (Select~em . frm) 

: ~ frmSplash (frmSplash.frm) 
딩엉킹모톨 

4 comModule (comModule.bas) 

그립 3.10 GeoScoope 프로젝트 구성요소 

frm으로 시작하는 것이 폼이며 괄호 안은 각 폼의 파일 이름이다. 모율에는 프로 

그램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 함수 프로시저를 정의하였다. frmAbout은 도움 

말의 About을 선택한 경우 보여주는 폼이며 그림 3.11에 있다. frmClient와 frmDriller 

는 발주처 및 시추업체 관리 폼이며 frmHoleForm은 자료를 테이블 형식이 아닌 폼 

형식으로 입력할 때 사용하기 위한 폼이다. frmMain은 프로그램의 주된 부분으로서 

각 폼들을 관리하게 된다. frrnPrÌnt는 프린터 설정 및 인쇄 담당 폼으로서 그림 3.1 2와 

같다. frmSelectItem은 공통심 도를 관리 하는 폼이 다. frmSplash는 프로그 램 시 작시 나 

타나는 로고를 가지 고 있다(그 림 3.13). 마지 막으로 comModule은 앞서 정 의 한 각 폼들 

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정의한 것이다. 그림 3. 14는 VB에서의 개발 환경 모 

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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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About 폼 

그림 3.12 프린터 설정 및 인쇄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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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프로그랩 시작 로고 화면 

!’ublic Sub Re trleyeCDltel‘Bi'Vl I Ho leCode ‘S !>Ir 1119 , IsEx 샤 1I000Ie.o) 
i!륭。 ... 이릉힘 .. ~ 씬.~ ii1‘~.t:이 “’ "어를 i'.: r..t 

Dî , 1. ;. k As Int eiõler. ssι ‘sStr ’”‘ 
01 1 (51. r52A‘ Rκ。rdset. db “ .. ‘.baSI! 

‘sι .. -SElECI • FR빼 -
Se t db .. Ooen이IIb.1sel CurrentDB씨 .. e) 
SCI (Sl .. db . OøenRecordset! sSOl ‘ -공륭잉도이용0101: ’H'Oε '1흥g묘드 - ’- ‘ " ，‘1. 0κ。， d“Ul t .. 0 TI'\eIl 

db.Close 
l‘".‘ .ls l! 
EJ! Îl S이， 

End l' 
for I .. 0 To cstB∞.，.No-! 

For j .. I 10 cst9odYMo " ,‘I . Fleld“ J).Nue .. c~oth( l) ’able lh!!fl 
cOeot h( i) . UseCCMlOeolh" r51 Flelds(j) Val ue 
Set rs2 .. db.OptnRecordset{ sSQl ‘ cDet> lh( 11 ’.ble ‘ -’HERE 

r ör ι ’, .‘2F . e!;::‘ Cα;r.t -! 
::De=-t “ !).I.,. :co;:(‘ ;j f - (‘ ’ 1r.:(l5: ‘ l “” 

씨e ，，' 1-

“ ‘’ 

그림 3.14 VB 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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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프로그램 검증 

GeoScope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의 시추공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해 보았 

다. 이를 통하여 GeoScope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상의 문제 

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자 

료는 어떤 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된 시추공 자료이다(권광수 외， 1998). 

4.1 적용 시추공 개요 

지금은 폐광된 한 광산 지역 부근에 채굴공동으로 인한 지표침하의 우려가 발생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채굴적 상부에 대한 지반조사가 실시되었 

다. 지반조사에는 지표로부터 채굴적을 관통하는 시추작업이 포함되었다(사진 4.1). 

시추 목적은 채굴공동의 확인뿐만 아니라 지층구성 상태와 암질의 변화를 파악하고 

암석물성 시험용 코아를 회수하는데 있었다. 

그림 4.1과 4.2는 각각 문제가 된 채굴공동 주변 지반의 평면과 단면 모습을 보 

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굴공동은 거의 수직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를 관통하기 위하여 수평면과 80도 각도를 이루는 경사 시추를 수행하였 

다. 시추공이 채굴공동을 관통했을 때의 시추공 연장은 143.9m였으며 이를 수직 심 

도로 환산하면 141.7m이 다. 

시추에 사용된 장비는 회전수세식 YT- 1200형 유압식 시추기이며 시추공의 구 

경은 NX( ø 7.6cm) 이다. 그리고 코아 회수율을 높이고 시료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더블 코아배럴을 사용하였다. 사진 4.2는 75m 부근에서 채취된 시추코아의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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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시추작업 전경 

8 

ξ§ 

o 10 20m 

그림 4.1 채굴공동의 형태와 시추공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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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 

•*• 

o 10 i 20m 

시추흙 

채굴공동 

A 

그림 4.2 시추공 단면 

A’ 

사진 4.2 지하 70m 부근에서 채취된 시추코아 모습 

실시하였 표준관입시험 (SPT)을 세 심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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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간에서는 서로 

결과는 표 4.1과 같다. 

토양층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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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준관입 시험결과 

4.2 자료입력 

4.2.1 얼반자료 

심도 

Om 
l .5m 

4.5m 

SPT(회/Cm) 

16/30 

50/25 
50/5 

시추공 자료의 입력은 그림 4.3의 초기화변에서 일반 자료의 입력으로부터 시작된 

다. 일반 자료의 입력은 ‘프로젝트 정보’와 ‘머리말 정보’ 랩에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정보’창에서 이 시추공과 관련된 프로젝트명을 입력하였으며 발주처와 시추회사에 관 

한 정보는 ‘머리말 정보’ 랩에서 입력하였다. 그림 4.3은 이들 사항에 대한 입력이 완료 

된 후에 나타나는 화면으로서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4.3 일반자료중 프로젝트정보에 관한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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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회사와 발주처와 관련된 사항은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고자료 관리‘ 

메뉴의 ’시추회사 정보’ 및 ‘발주처 정보’ 창에서 입력을 하였다. 이렇게 입력된 시추회 

사와 발주처명은 초기화면의 발주처와 시추회사 목록에 추가되므로 이를 선택하여 그 

림 4.3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구성하였다. 

그럼 4.4 일반자료중 발주처와 시추회사에 관한 자료 입력화면 

1 
| 
4 

: 

니
 



일반자료중 시추공과 관련된 정보들은 메인창의 머리말 정보랩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하나 그림 4.5의 머리말 입력창을 이용하였다. 이 창을 이용하여 시추공 번호， 시 

추위치， 조사자와 함께 시추기와 관련된 자료 등을 입력하였으며 이를 등록했을 때 그 

림 4.6의 메인창에 나타나는 화면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입력창을 이용함으로서 

입력 작업이 보다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5 머리말 자료 입력창 

그림 4.6 머리말 자료 입력 후 화변 

4.2.2 시추공자료 

그림 4.7과 같이 공통심도 이용항목 설정창을 이용하여 공통항목을 지정하고 그 

심도를 입력하였다. 공통항목으로는 절리정보， 코어회수율， 토양암석정보， DSF 등 네 

? 
“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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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선택하였으며(그림 4.7.a) 각 대표 구간의 시작과 끝 심도를 그림 4.7.b와 같이 

입력하였다. 

Ca)공통심도 이용 항목 설정 Cb)공통심도 입력 

그림 4.7 공통심도 이용 항목의 설정과 공통심도 입력 

설정된 공통항목들은 그림 4.8과 같이 본 화면의 공통섬도 이용항목 상자에 나타 

나게 되며 각 항목을 순서대로 선태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하였다. 그림 4.9는 이 가운 

데 절리정보와 관련된 자료입력 화면이다. 좌측 화면에서 미리 입력된 공통심도가 정 

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료의 입력은 우측화면에서 이루어지는데 각 심 

도에서 조사된 코아의 절리 자료들을 입력하였다. 

그림 4.8 공통심도를 이용하는 자료 입력 항목의 선택 

띠
 ω 



그림 4.9 절리와 관련된 자료 입력 

암석 코아중에서 일부 구간의 시료에 대해서 수행된 실내시험 결과는 독립형 자료 

랩에서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하였다. 그림 4.10은 세 개의 시료에 대한 단축압축 시험 

결과 입력화면으로서 시료 채취 심도와 단축압축강도 탄성파 속도를 입력하였다. 

여기서 단위중량， 강도， 투수계수 등과 같은 요소들의 단위가 입력과 출력 화면 모 

두에서 표시되지 않으므로 그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입력과 

정에서 단위를 지정해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출력 화면에도 표시해 주어야 할 것이 

다. 이 때 지정된 단위를 임의의 원하는 단위로 변환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변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림 4.10 단축압축 시험결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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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출력 

입력이 완료된 후 시추공에 대한 주상도를 출력하기 위하여 우선 주상도 양식을 

선택하였다. 양식의 선택은 그림 4.1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상도 보기 랩의 우측 콤 

보 박스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제공되는 주상도 양식은 네 종류에 지나지 않으므로 앞 

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양식을 추가 

하여야할 것이다. 그림 4.1 1은 자원연구소 양식을 선택하였을 때의 화면이다. 

그림 4.11 시추 주상도 양식 선택 

자원연구소 양식에 의하여 작성된 주상도 출력 결과는 그림 4.12와 같다. 입력된 

지층 두께에 따라 정확하게 지층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층란에 

는 입력된 암석의 종류에 해당하는 암석 심볼이 올바로 표현되고 있으며 지층설명， 암 

질특성 그리고 절리에 대한 정보들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주상도 확대 또는 축소 비율이 한정되어 있어서 임의의 크기로 변환할 수 없 

었으며 축소 시 글자가 그림과 동일 비율로 축소되지 못하여 칸을 벗어나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은 다음 버전에서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인쇄된 결과에서는 이러한 겹쳐짐이 없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었다. 그림 

4.13은 주상도 화면에 있는 인쇄 버튼에 의하여 본 주상도를 hardcopy한 결과로서 인 

쇄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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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시추주상도 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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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구조물 건설을 위한 지반조사나 지하자원 탐사 둥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시추 

공 조사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지반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함으로서 지반정보의 

사장을 방지하고 그 정보로부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추정보 프로그램인 GeoScope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GeoScope는 시추공 정보를 단순 저장하고 시추주상도를 출력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는 기존의 국산 상용 프로그램과는 달리 정보의 지구통계학적 가공과 응용 도구로 

서의 시스템 개발을 최종 목표로 삼았으며， 그 첫 단계로서 시추자료의 DB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DB 프로그램의 관리 대상인 시추자료의 특성과 성격을 분석하 

고， 그 특성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한 적정 기법을 선정하였다. 

시추 자료의 속성은 40-507R 인데 GeoScope Ver. 1.0에서는 30여 가지의 으
 

E 서
。
 

소
 
「

입력할 수 있으며 나머지 속성들에 대해서는 upgrade를 통하여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들 속성들은 디시 시추 주상도에 표현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상 머리말， 몸말， 꼬 

리말의 세 단위로 구분하였다. 시추자료는 공간정보로서 X, y , z의 3차원 구조를 갖고 

있으나 GeoScope에 서 는 X , Y를 속성 으로 하고 Z를 변수로 하는 2.5차원 개 념 을 채 택 

하여 필요한 자원을 최소화하였다. 

시추자료의 속성은 각각의 심도에 따라 다른 값들을 갖게되며 입력단계에서 정해 

진 심도 구간에 대해 그 구간이 갖고 있는 속성값을 입력 저장한다. 이러한 입력작업 

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입력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통 

심도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는 동일한 심도 구간을 갖는 속성들을 미리 선택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기능으로서 각 속성값에 해당하는 심도구간을 매번 입력해야하는 번거로 

움을 없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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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펼요한 중복기입을 막고 자료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시추공 속 

성들은 독립된 테이블에서 관리되며 모든 자료들은 관계형 데이터 체계에 따라 관리 

되도록 설계하였다. 

GeoScope 개발에는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에 가장 널리 보 

급된 PC용 OS인 Windows 95/98 또는 NT Workstation을 기본 운영체제로 선정하였 

다. 개 발도구로서 는 Microsoft사의 Visual Basic 5.0 Enterprise Edition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 엔진으로는 Visual Basic에서 직접적으로 Access Data 

File(MDB)을 지원할 수 있고 이후 다중 사용자 환경으로의 전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MS Access를 사용하였다. 

실제의 시추공에서 얻은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GeoScope의 성 

능을 시험하였으며 ， 그 결과 모든 기능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 

다. 단지 화면 구성이 매끄럽지 못하고 도움말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결점이 

있는데 이는 다음 버전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다음 버전에서는 또한 주상도 

visualizing 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 59-



참 고 문 헌 

구호본， 1995, 국가적 차원의 지반조사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l 건설정보관리l 한국건 

설기술연구원I 건설기술정보센타， Vol. 2, pp. 20-28. 

권광수l 김임호r 조원재y 송원경l 신중호/ 최성웅/ 윤치호I 홍기표/ 박찬， 1998, 지반침하 

안정성 평가기법 및 대책연구/ 한국자원연구소， KR-98(C)-4κ pp. 153. 

김권식， 1996, 윈도 95용 한글 액세스 7.0, 삼양출판사. 

우철웅/ 장병욱/ 김홍종/ 장용채， 1998, 지반조사자료 정보화 시스템 구축， '98 가을 학 

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지반공학회， pp. 105-110. 

이석호， 1992, 데이터 베이스론/ 정익사. 

장병욱/ 정하우/ 이정재/ 김한중l 우철웅I 박영곤/ 원정윤， 1997, 지반조사자료 정보화 

시스템 구축 연구(1)， 한국도로공사/ 서울대학교， pp. 131. 

전병선， 1996, 비주얼베이직 4.0 윈도우95 프로그래밍/ 삼양출판사. 

주경민， 박성완/ 정동길， 1998, Visual Basic Programming Bible Ver 5, 영진출판사. 

한국철도기술협력회， 1993, 서울-부산간 경부 고속전철 1공구 실시설계 지질조사 보고 

서r 부록 시추주상도.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993a, Standard Classification of Soils 

for Engineering purposes (Uni“ed Soil Clasiffication Systern), ASTM D 2487-93, 

Annual Book of ASTM Standards, Phi1adelphia. 

Arn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993b, Standard Guide for Field 

Logging of Subsurface exploration of Soil and Rock, ASTM D 5434-93, Annual 

Book of ASTM Standards, Philadelphia. 

Arn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993c, Standard Guide to Site 

Characterization for Engineering, Design, and Construction Purpose, ASTM D 

420-93, Annual Book of ASTM Standards, Philadelphia. 

Jennings, R., 1996, Database Developer’s Guide with Visual Basic 4, SAMS. 

Microsoft, 1997, Visual Basic Guide to Data Access Objects & Crystal Reports for 

Visual Basic, Microsoft Press. 

Park, H.D., Song, W.K. and Yu, M.H., 1998, Management of borehole data and its 

- 60-



application into the site investigation in Korea, Proc. of the 8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gineering Geology and the Environmental, Vol. l , 

pp 599-602. 

- 61 -




	1594-0001
	1594-0003
	1594-0005
	1594-0007
	1594-0008
	1594-0009
	1594-0010
	1594-0011
	1594-0013
	1594-0014
	1594-0015
	1594-0016
	1594-0017
	1594-0018
	1594-0019
	1594-0020
	1594-0021
	1594-0022
	1594-0023
	1594-0024
	1594-0025
	1594-0026
	1594-0027
	1594-0028
	1594-0029
	1594-0030
	1594-0031
	1594-0032
	1594-0033
	1594-0034
	1594-0035
	1594-0036
	1594-0037
	1594-0038
	1594-0039
	1594-0040
	1594-0041
	1594-0042
	1594-0043
	1594-0044
	1594-0045
	1594-0046
	1594-0047
	1594-0048
	1594-0049
	1594-0050
	1594-0051
	1594-0052
	1594-0053
	1594-0054
	1594-0055
	1594-0056
	1594-0057
	1594-0058
	1594-0059
	1594-0060
	1594-0061
	1594-0062
	1594-0063
	1594-0064
	1594-0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