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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In this paper, using the TDR sensors, variation of soil water content changes were 

measured as TDR data. Then filtering technique was determined using Fourier transform. Determine 

the moisture content of soil and ground water level and tried to determine unsaturated zone. First, 

variation of water content changes were measured TDR data by indoor experiment. Then as a 

function of TDR data made for water content of soil. Next, through Acrylic indoor laboratory model 

experiments, changes in ground water levels and lateral penetration of the field conditions were 

reproduced in an indoor. Field applicability of the TDR sensor was demonstrated by analysis of this.  

TDR sensor was installed in the embankment, TDR data were measured by TD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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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제 제방의 포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연속 으로 실시간 측정하기 어

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 이 있다. 한 안정해석 시 지하수   불포화 역 악이 가장 

요한 요소임에도 이를 정확히 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제방의 경우 강우로 인한 지하수  상승 

 지표면의 포화  하강이 안정해석에 가장 요한 요소임에도 이를 측정하기가 어려워 제방의 최  

설계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들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첫째, TDR센서를 이용하여 실내 포화도변화실험을 통해 

TDR데이터에 한 포화도 함수를 만들고 푸리에 변환을 통한 필터링 기법을 찾고자하 다. 둘째, 실내

아크릴모형실험을 통해 제방의 지하수  조건을 재 하고 이를 해석해 TDR센서의 장 용성을 증명

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실제 제방에 TDR센서를 설치하고 수 변화에 따라 계측을 실시하여 제방

의 포화도 해석하고 이를 통해 지하수   불포화 역을 결정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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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DR센서의 구성

2.1 계측기의 제원

  본 연구에서 사용된 TDR은 Hyperlab, inc.에서 생산하는 HL8200NET을 선정하 다. 그 이유는 이 제

품의 가격이 그리 비싸지가 않고(400만원), 크기도 작아서 휴 용으로 노트북컴퓨터에 연결하여 쓸 수 

있어 토목구조물의 장실험에 용이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공하는 Interface가 TCP/IP로 차후 원격무

선계측의 응용에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Labview 로그램으로 쉽게 구동소 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기 때

문에 선택하 다. 

  이 TDR계측 시스템은 250mV의 기펄스를 SMA출력단자에 보낸 후 동일 단자에서 돌아온 반사

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내부 디지털 시간단 는 12.2ps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기타 요 사양으로 

Rise time이 200ps인데, 이로부터 최소 측정거리를 환산하면 약 2-3cm가 된다. 기본사양으로 제작되는 

펄스폭은 1ms인데, 이는 최  센서부 크기가 150m로 볼 수 있으며, 최  센서길이에서의 정 도는 센서

부에서 2048개의 데이터를 획득한다고 가정한다면 (150/2048), 약 7.3cm의 오차를 가질 수 있다. 만일 

펄스폭을 100ms로 늘인다면, 최  15km의 센서길이에 해당하는 크기의 토목구조물을 측정할 수 있다. 

2.2 계측선의 재료  특징

  TDR센서에서 SMA출력단자를 통해 동축 이블(RG316)에 연결하고 이를 계측선에 연결하여 기펄

스를 달하고 반사신호를 계측하게 되어있다. 이를 의해 장지반에 입되게 되는 계측선의 재질을 

결정하는 것이 요하다. 동축 이블과 연결할 계측선은 노이즈 발생량이 고 함수비의 변화에 민감한 

해야하므로 이를 결정 하기 하여 철선(  )과 니크롬(), 구리(), 동축 이블

( ), 일반 선 등의 여덟 종류의 선으로 실험하 다. 건조된 표 사를 바닥에 의 두께로 깔

고 그 에 실험용 이블들을 올리고 다시 의 표 사로 덮었다. 건조된 상태에서 TDR센서로 계

측한 후, 지 과, 지 을 포화시켜 계측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

  실험결과 철선이 가장 노이즈가 고 함수비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철선의 굵기에는 큰 

향이 없어 센서 제작 시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철선 를 TDR센서의 계측선으로 결정하 다.

2.3 계측선의 설치방법

동축 이블 철선

라스틱 철선라스틱

이블타이

(a) TDR센서의 연결-1 (b) TDR센서의 연결-1

그림 1. TDR계측선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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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과 같이 TDR센서에서 SMA커넥터에 동축 이블(RG316)을 연결하고 이 동축 이블을 다시 

철선()에 연결하 다. 철선 두 가닥의 지를 막기 하여 두 철선 사이에 라스틱 (  )을 

끼우고 이블 타이로 묶어 철선의 이탈을 막았다.

  실내에서 제작한 TDR센서를 장의 보링홀에 넣고 표 사로 충진하여 계측을 수행하 다. 표 사로 충

진한 이유는 계측 데이터의 필터링  계산과정에서 실내실험과 장의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함이고 표

사로 충진하지 않고 보링 시 장의 흙의 채취하여 실내실험을 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내실험

에서 TDR센서의 장 용성을 증명한 후 장에 용하고자 하 음으로 표 사를 충진제로 결정하 다.

3. 실내실험

3.1 TDR센서 길이측정

  TDR데이터는 Round Trip의 가로축 값이 Meter단 와 Time단 로 그래 가 출력되므로 이를 해석

하여 지하수의 치를 정확히 악하려면 그래 에서 TDR센서의 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TDR센서를 Start Point와 End Point에 도체인 철을 시켜 TDR데이터의 변화를 악하고 이를 해석

하여 TDR센서의 치를 그래 에서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a) TDR센서의 데이터 변화(Meter) (b) TDR센서의 데이터 변화(Time)

그림 2. TDR데이터의 Start Point와 End Point 악을 한 TDR데이터 계측

  그림 2은 TDR데이터의 Start Point와 End Point 악을 한 TDR데이터 계측값이다. 이를 살펴보면 

가로축을 Time값으로 얻었을 때 노이즈가 게 발생하고 그래 의 변화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후 실내  장의 TDR데이터는 모두 가로축을 Time값으로 계측하 다. 기값이 0이 아닌 이유는 

TDR계측기기 내부의 이블과 센서까지의 동축 이블 때문이다. 각 TDR센서의 Start Point와 End 

Point는 표 1와 같다.

Boring No. 센서길이(m)
Round Trip(Time) Round Trip(Meter)

Start Point End Point Start Point End Point

제방 BH-6,7 3.90 47.6563 80.0000 8.5800 13.8840

표 1. TDR센서 Start Point와 End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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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포화도에 따른 TDR데이터

  포화도에 따른 TDR데이터의 변화를 악하기 해 포화도 30%, 60%, 100%일 때의 단 체 당 토립

자의 무게와 물의 무게를 계산하 다. 

G s∙w= S∙e                                         (1)

  각각의 포화도에 한 함수비를 구하기 하여 식 (1)을 변환하면

w=
S∙e
G s

                                          (2)

                        여기서, G s
 :  비  (모래 = 2.65)

                                 e  : 간극비 (균질하고 느슨한 모래 = 0.8)

                                 S  : 포화도

  식 2를 이용하여 각각의 포화도 30%, 60%, 100%에 한 함수비를 구하면 9%, 18%, 30%가 된다.  

포화도가 30인 함수비 9%의 시료를 만들기 하여 표 사 1000g당 물 90g을, 포화도가 60인 함수비 

18%의 시료를 만들기 하여 표 사 1000g당 물 180g을, 포화도가 100인 함수비 30%의 시료를 만들기 

하여 표 사 1000g당 물 300g을 배합하 다. 배합한 시료를 그림 3 (b)와 같이 센서의 상부, 간부, 

하부에 폭 50㎝로 덮고 TDR데이터 계측을 실시하 다.

(a) 포화도 변화에 따른 TDR데이터 계측 경 (b) 하부 50cm구간의 포화도 변화

그림 3. 포화도 변화에 따른 TDR데이터 계측 

  포화도 변화에 따른 TDR데이터를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4의 (a) ~(c)가 된다. 이들 그래 를 살펴

보면 포화도가 커질수록 Mvolt값이 크게 어듦을 알 수 있다. 이를 수식화하기 하여 각 포화도에 따

른 Mvolt값을 그래 로 그리면 그림 4 (d)가 된다. 이 그래 를 살펴보면 포화도에 따라 Mvolt값이 선

형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고 이를 공식화하 다. 추세선들의 기울기가 하부로 갈 수록 커지는 것은 하

부로 갈수록 노이즈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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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부 50cm지 의 포화도 변화에 따른 TDR데이터 (b) 간 50cm지 의 포화도 변화에 따른 TDR데이터

(c) 하부 50cm지 의 포화도 변화에 따른 TDR데이터 (d) 각 지 의 포화도 변화에 따른 수식

그림 4. 포화도 변화에 따른 TDR데이터 분석-1

  이들 공식들을 이용하여 TDR데이터의 포화도를 악하고 건조 역과 불포화 역, 그리고 포화 역을 

구분하고 지하수 를 악하 다.

3.3 지하수 와 측방침투 악

  지하수 의 변화  측방 침투로 인한 함수비 변화를 TDR계측 데이터의 변화를 정확하게 악하기 

해, 아크릴(Φ80, t=3) 이 로 3m 길이의 Boring Hole과 동일한 모형을 제작하 다. 지하수의의 변화를 

악하기 하여 아크릴 모형의 하부와 0.3m지 에 호수를 설치하 고 측방 침투를 악하기 해 1.3m

지 에 호수를 설치하 다(그림 5). 력방향의 침투와 모 상승의 향을 정확히 악하기 하여 침투유

량을 게하 다. 그림 5 (b)는 0.3m지 에서 침투시켜 완 포화 을 때의 TDR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은 아크릴 모형에서 1.3m지 에서 측방 침투시켜 하부를 완  포화시킨 후 아크릴 모형과 TDR데

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b)를 살펴보면 좌측편의 TDR데이터가 불포화 역과 포화 역을 거치면서 

격히 값이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포화도 함수를 용시켜 포화도로 계산하면 우측편 그래 와 

같이 나타났고 이를 통해 불포화 역과 지하수 를 악할 수 있었다. 실제 아크릴 모형의 모 상승에 의한 

불포화 역을 재어보니 가 나왔고 TDR데이터를 통해 결정한 불포화 역도 가 나왔다. 논문에서 

나타낸 것은 1.3m지 에서의 측방침투만 나타내었지만 아크릴모형실험을 하며 다양한 조건에서 TDR데이

터를 해석해본 결과 그 값이 정확했으며 이를 근거로 TDR센서의 장 용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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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크릴 이  모형제작 (b) 표 사 충진  호수설치

그림 5. 지하수 와 측방침투 악을 한 실내모형실험

(a) 1.3m지  이하 완  포화 (b) 1.3m지  이하 완  포화시 TDR데이터

그림 6. 지하수 와 측방침투 악을 한 실내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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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실험

4.1 장개요

  제방에 보링 후 의 PVC 이 에 구멍을 뚫은 후 보링홀에 입시켰다. 그 후 TDR센서를 이  

속에 입시키고 표 사로 충진하고 상부에 PVC캡을 설치하 다. 제방에 설치한 TDR센서의 길이  

제원은 표 2과 같다.

Boring No. 센서길이(m) 보링깊이(m) 하부 그라우 근입깊이(m)

제방 BH-6,7 3.90 3.80 - 3.34

표 2. TDR센서 제원

  설치한 TDR센서를 장조건을 달리하여 계측하 다. 먼  수문을 개방하여 수  조건에서 2회 계

측을 실시하 고 수문을 폐쇄하여 고수  조건일 때 2회 계측하 다. 

4.2 TDR데이터

  그림 7은 수 와 고수  조건에서 계측한 TDR데이터이다. 이를 필터링과정을 통하여 노이즈를 제

거하고 실내실험에서 구한 함수비의 함수로 계산하여 지반의 포화도를 악하 다.

(a) BH-6 TDR데이터( /고수 ) (b) BH-7 TDR데이터( /고수 )

그림 7. TDR데이터( /고수 )

4.3 데이터 Filtering  Calibration

4.3.1 Data Filtering

  계측자료는 항상 시간에 따른 불규칙 신호인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험결과를 얻

기 하여 이 노이즈를 제거하여야 한다. 노이즈를 제거하기 한 방법으로 2단계의 필터링기법을 사용

하 고, 1단계로 이동평균법을 사용한 후 2단계로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 다. 이동평균법은 계측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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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낮은 frequency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한 기법으로 아래의 식 3을 이용하 다. 

3
11 +− ++

= nnn
n

fffg
                                     (3)

  푸리에 변환은 1차 필터링을 거친 계측 자료의 함수변환을 하여 사용되는 필터링 기법으로, 기 

계측자료의 함수의 형태에 따라 우함수 혹은 기함수의 형태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우함수의 경우 

“Fourier cosine series”, 기함수의 경우 “Fourier sine series” 을 사용한다. 먼  우함수의 경우를 해석

하기 한 식은 식 4 ~ 5에 보인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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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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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함수의 경우를 해석하기 한 식은 식 6 ~ 7에 보인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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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Calibration

  TDR계측자료의 변화는 지반의 함수비 변화 값과 계측센서로 사용된 철선 자체의 항값 변화의 2가

지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실제 장의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지반의 포화도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이 

두 가지 값 변화에 한 Calibration을 모두 행하여야한다. 다시 말하면, 계측자료는 실제 구하고자 하는 

지반의 포화도 변화에 한 값 뿐 만 아니라, 철선 길이가 증가함에 따른 기 항값 증가에 한 값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포화도이더라도 심도의 값과 고심도의 값이 다르므로 이에 한 

보정이 필요하다. 그림 8은 깊이에 따른 각 지 의 포화도 변화에 따른 보정 수식에 한 내용을 정리

한 것이며, 그림 9은 제방의 수 시 포화도 변화를 구하기 해, Calibration  Filtering을 거친 계산

과정을 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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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 지 의 포화도 변화에 따른 수식 그림 9. Calibration  filtering을 거친 계산 시

4.4 데이터 Filtering  Calibration 결과

  데이터 Filtering과 Calibration을 거쳐 제방의 불포화 역과 지하수 를 그림 10 ~ 11과 같이 악하

다. 가로축을 포화도와 함수비로 나타내었으며 제방  사면의 설계  안정해석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 수 -1 (b) 고수 -1 (c) 고수 -1 (d) 수 -2

그림 10. BH-6 수 변화에 따른 지하수   불포화 역

  그림 10 (a), (d)와 같이 수 의 지하수 가 서로 다른 이유 정확한 수 를 조 해가며 계측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수 라 할지라도 지하수 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 수  2번째 계측 시에는 2일

에 강우가 내려 지하수 가 처음보다 높에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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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 -1 (b) 고수 -1 (c) 고수 -1 (d) 수 -2

그림 11. BH-7 수 변화에 따른 지하수   불포화 역

0.
5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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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

-1.0m

-1.5m

-2.0m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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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7

-0.5m

-1.0m

-1.5m

-2.0m

-2.5m

-3.0m

-3.5m

-4.0m

고수위 고수위

저수위

그림 12. 계측된 데이터의 해석 결과를 활용한 유선망 작도

  그림 12는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유선망을 작도한 것이다. BH-6과 7번의 수 차가 크지 않은 것은 

두 계측 지 간의 거리가 3.2m에 불과하고 주변이 평지여서 그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5. 결 론

5.1 실내실험(포화도 변화, 아크릴모형실험)

   실내실험으로는 TDR데이터로 지반의 포화도 함수를 만들기 한 포화도 변화실험과 장의 용성

을 증명하기 한 아크릴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이들 실험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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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화도 변화에 따른 TDR데이터 변화는 일정했으며 이를 회귀 분석을 통하여 함수화하 고 이 함

수를 이용하여 장지반의 포화도  함수비를 악할 수 있었다.

  2. 아크릴모형실험을 통하여 지하수 를 변화시켜본 결과 TDR센서를 이용하여 그 변화를 정확히 

악할 수 있었으며, 측방침투도 정확히 그 치를 악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 상승에 인한 

불포화 역 한 정확히 악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TDR센서의 장 용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3. 아크릴모형실험  포화도 변화실험은 충진제를 표 사(주문진)를 사용하 고 장의 보링홀에도 

같은 표 사로 충진하여 장의 조건을 그 로 실험실에서 재 하고자 하 다. 장에서 표 사로 

충진할 경우 장지반과 표 사의 투수성질이 틀려지긴 하지만 그 향이 크지 않고, 한 장지반

의 흙으로 충진하고 그 흙을 이용하여 실내에서 아크릴모형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실내실험 

후 장에 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에 센서를 설치한 후에 실내실험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하므로 충진제는 표 사를 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포화도 변화 실험을 통해 TDR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반의 포화도를 구하는 함수식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아크릴모형실험을 통해 지하수  변화와 측방침투에 해 TDR센서의 장 용성도 증명할 수 

있었으며 추후 장 TDR데이터의 필터링  계산에 필요한 자료들도 구할 수 있었다.

5.2 하천 제방의 TDR센서 용

   실내실험을 통하여 TDR데이터에 따른 포화도 함수를 만들었고 장 용성도 증명할 수 있었다. 이

를 표  수리구조물인 제방에 설치하여 고수 , 수  시에 지하수   불포화 역을 악해 보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 를 변화시켜가며 계측해본 결과 지하수 와 불포화 역을 정확히 악할 수 있었으며 유선망 

작도  지하수 의 상승, 하강을 정확히 악할 수 있었으므로 제방의 안정성 해석에도 활용할 수 

있었다.

  2. 이 뿐만 아니라 강우 시 지하수 의 상승과 지표면의 력방향 침투로 인한 포화 역의 하강을 

악할 수 있으나 실험기간 내에 충분한 강우가 내리지 않아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다.

  3. 본 연구에서 제방에 설치한 TDR센서 BH-6, 7 간의 간격이 3.2m로 간격이 좁고 지형이 주변 산 

까지는 100m정도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이므로 두 센서에서의 지하수 차가 크지 않았다. 제방에 설

치 시에는 센서간의 간격  치 등은 주변지형을 잘 악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사면의 안정성은 강우에 가장 큰 향을 받고 있으나 강우로 인한 지하수  변화  지표면 

침투로 인한 포화  하강, 불포화 역의 변화를 정확히 악할 수 없어 경제 이고 합리 인 설계가 힘

들었으나 TDR센서를 장에 설치할 경우 이를 정확히 악할 수 있으므로 보다 경제 이고 합리 인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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