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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무인 차량의 야지기동성은 주행하고자 하는 노

면의 Profile, 토양종류, 토양의 함수비에 의하여 향

을 받는다. 특히 토양함수비는 토양강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동성능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인자  

하나다. 무인차량의 경우 주행  토양강도를 측정하

거나 함수비를 확인할 수 없어 연약지반에서의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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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여부를 단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무인차량

의 토양강도를 확인하는 능력은 연약지반에서의 자율

주행 가능 여부를 단하기 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단된다.

  토양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Con-penetrometer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직  토양 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무인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

니다.

  따라서 무인차량의 경우 한가지 방법으로 토양강도

를 측정하여 통과 여부를 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여러가지 측방법을 개발하고 종합하여 연약지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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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hicles and UGV(Unmanned Ground Vehicle) need a variety of road informations, such as road profile, soil 

type and soil water contents, to run a cross country course. Especially, soil water contents are very important 

factor to judge the vehicle mobility, because it can change soil strength. This paper describes the real-time 

measuring method of soil water contents by using the soil therm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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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여부를 단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단

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토양강도에 가장 향을 

많이 미치는 함수비를 비 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해 연구하 다.

  토양함수비를 측정하는 방법[1]으로 토양샘 을 채취

하여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방법과 장에서 사람이 

직  장비를 작동시켜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본 논

문에서는 주행 에 토양함수비를 측정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토양과 일정거리를 두고 이 를 조사한 후 

함수비에 따른 토양의 열 달 특성을 이용하여 토양

함수비를 측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먼  3종의 토

양[2]에 하여 실험실에서 이  조사 시 함수비에 

따른 열 달 실험을 수행하 고, 토양모델을 만들어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획득한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

교 분석하 다.

2. 토양 열 달 분석

2.1 토양 열 달 실험

  본 실험에 사용된 토양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분포

된 화강풍화토(Clayey sand with gravel)와 연약지의 

표 인 토양인 진흙(Clayey sand)  모래(Poorly-graded 

sand)이며, 이 는 출력이 42 mJ(Table 1)이고 토양 

온도 측정은 열상카메라(측정정확도 : ±2 %)를 이용하

다.

Table 1. Specification of laser

출 력 분 포 빔의 크기/모양

42 mJ 균일분포 직경 5.779 mm/원형

  실험장치는 열화상카메라, 이 시스템 등으로 구

성되며(Fig. 1) 실험방법은 토양을 채운 박스(장×폭×고, 

200×200×100 mm)를 50° 기울 으며, 1.1 m 거리에 

이 를 설치하 다(Fig. 2). 토양온도 측정은 이  조

사 에 측정하고, 그 후 이 를 10 간 조사한 후 

조사된 부 의 토양 온도를 측정하 다. 실험  주

온도는 20±2 ℃를 유지하 으며, 토양 함수비는 0～40 

%까지 변화시키면서 실시하 다.

Fig. 1. Experimental devices

Fig. 2. Laser irradiation

2.1.1 토양분류

  실험에 사용된 토양에 하여 미육군 공병단에서 

개발한 통일분류법을 이용하여 분류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Soil type

토양종류 통일분류법

화강풍화토   Clayey sand with gravel

진   흙   Clayey sand

모   래   Poorly-graded sand

2.1.2 실험결과  고찰

  화강풍화토(Clayey sand with gravel)에 하여 함수비 

조건은 0 %, 10 %, 20 %, 30 %, 40 %로 설정하 으

며, 각 조건별 이 조사는 9회 실시하 고, 열화상 

카메라로 이  조사 ․후의 토양시편 심부의 온

도를 측정하 으며, 온도 분석은 조사 ․후의 온도

변화값에 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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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결과 함수비 0 %에서 온도변화가 크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토양 입자간 연결된 

부분이 균일하지 않으며 한 공기로 채워져 있어 열

도율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 가 조사된 부 의 토양 온도변화는 함수비가 클

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토양 입자 간에 

채워진 수분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열 도도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Fig. 3).

Fig. 3. Test results of clayey sand with gravel

  진흙에 한 함수비 조건은 0 %, 20 %, 30 %, 40 %

로 설정하 으며, 각 조건별 실험은 9회 실시하 다.

  진흙의 경우도 함수비 0 %에서 온도변화분포가 불

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 %의 경우 7, 8회 측정

시 함수비 30 %에서 더 큰 온도변화가 측정되었으나 

체 으로 화강풍화토와 마찬가지로 함수비가 높을

수록 온도변화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4).

Fig. 4. Test results of clayey sand

  모래에 한 함수비 조건은 0 %, 10 %, 20 %로 설

정하 으며, 각 조건별 이  조사는 9회 실시하 다. 

모래의 경우도 함수비 0 %에서 온도변화가 불규칙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10 %, 20 %의 경우에는 온도변

화가 비교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고 함수비가 높을수

록 온도변화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 5).

Fig. 5. Test results of poorly graded sand

  각 토양별 평균 온도변화(Table 3, Fig. 6)는 화강풍

화토의 경우 함수비 20 %까지 비교  큰 폭으로 온도

가 떨어지고, 20 % 이상의 함수비에서는 온도 변화가 

상 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함수비가 일정 

수  이상되면 토양 입자간 연결에 의한 열 도 특성

차이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Table 3. Variation of temperature(℃) at water contents

함수비 0 % 10 % 20 % 30 % 40 %

화강풍화토 17.6 13.2 7.2 4.5 3.5

진     흙 15.2 - 9.5 9.3 6.6

모     래 15.6 6.6 3.8 - -

  진흙의 경우도 화강풍화토와 유사하게 0 %에서 20 

%로 변화시 온도변화가 비교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 %에서 30 %  40 %로 변화시 온도 변화가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래의 경우 10 %까지 온도 변화가 화강 풍화토와 

마찬가지도 비교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 %에서는 

화강풍화토와 다르게 온도변화가 작게 나타나고 있다. 

한 함수비 0 %의 경우 온도변화 평균이 비교  비

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래의 경우 함수비 10 %에

서 온도변화 평균이 화강풍화토 20 %, 진흙 40 %에서

의 값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모래 함수비 20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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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도변화는 화강풍화토 40 %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래의 경우 입자크기가 화강풍화토 보다 큰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함수비 20 %에서 진흙, 

화강풍화토, 모래 순으로 온도변화가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한 토양 입자크기와 연

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30 %, 40 %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흙, 화강풍화토 순으로 온도변화가 작게 

나타나고 있다.

Fig. 6. Variation of temperature at water contents

2.2 토양 열 달 해석

  토양함수비 Simulation 측을 해서는 토양의 

Thermal conductivity(열 도율)이 필요하며[3,4], 본 연구

에 사용한 토양의 thermal conductivity(λ)는 Johansen 

(1975)[6]이 제안하고(식 1) Sen Lu, Yuanshi Gong, 

Robert Horton 등이 수정한 식 (2)～(5)[5]을 용하 다. 

모델링(Fig. 7)  열 달 해석은 ANSYS사의 CFX를 

사용하 다(Fig. 8).

Fig. 7. Grid model

Fig. 8. Simulation result

  한 열 달 해석에 사용된 토양은 화강풍화토와 모

래이며 물성치는 Table 4와 같다. 진흙은 토양 련 자

료를 확보하지 못해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Table 4. Properties of soil

토양종류

Dry unit 

weight

(tf/m3)

Specific 

gravity

of soil

Porosity

(n)

Saturated 

water 

content

(θs, %)

화강풍화토 1.44 2.65 0.4595 100.00

모  래 1.34 2.66 0.4949 57.86

    (1)

  식 (1)에서

  exp   (2)

  
 



      






      



× (3)

  한 석 의 thermal conductivity와 water의 thermal 

conductivity는 각각 7.7 Wm-1K-1와 0.594 Wm-1K-1[5] 

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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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a, b 값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토양의 

Porosity(n) 값이 0.2 < n < 0.6(Table 4)이므로 각각 0.56, 

0.51이 된다[5].

  식 (2)～(4)를 식 (1)에 입한 thermal conductivity는

  ×

× 

    × exp    (5)

λdry : thermal conductivity of dry

λsat : thermal conductivity of saturated

Ke = Normalized thermal conductivity

q : 석 함유량(조립토(모래) : 0.3)[7]

α : soil texture dependent parameter(0.96 : 조립토[5])

Sr = θ/θs(θ : water content, 

θs : saturated water content)

n : porosity

λo : thermal conductivity of other minerals(2.0 Wm-1K-1[6])

   식 (5)를 이용한 토양 열 달 해석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9, 10).

Fig. 9. Simulation result of clayey sand with gravel

Fig. 10. Simulation result of poorly graded sand

  해석 결과, 화강풍화토  모래의 경우도 실험과 같

이 함수비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실험  해석결과 비교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 검토하면 화강풍화토의 

경우 체 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함수비 

0 %  20 %에서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Fig. 11).

 Fig. 11. Comparison of simulation and test results at 

clayey sand with gravel

  모래의 경우 온도변화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 12).

 Fig. 12. Comparison of simulation and test results at 

poorly graded sand

3. 결론  고찰

  이상의 검토결과, 이 를 이용하여 실시간 비

으로 토양의 함수비별 온도변화 특성을 측정한 결과 

함수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변화가 작아지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토양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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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분에 의하여 열 달율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

으로 단된다. 한 simulation에 의한 측결과가 실

험값과 비교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차후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 더 많은 실

험을 실시하고 정 한 토양 물성치를 알 수 있다면 

다양한 토양 조건에서 함수비 측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주 온도 변화에 

따라 토양종류별 함수비를 변화시켜가면서 온도특성 

자료  토양강도 자료를 Data Base화하고, 향후 이

를 이용한 비  토양함수비 측정시스템의 개발 

 운용이 가능하다면, 무인차량이 연약지반으로 단

되는 지역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간 비 으로 토양

의 함수비 측정  토양강도를 측하여 연약지반 통

과 가능 여부를 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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