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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지반에서의 전기적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Sand

한유식*·류기정**

Yushik Han* and Ki Cheong Yoo**

요 약 지표투과레이다 탐사에 있어서 지하매질의 전기적 특성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지하매질의 전기적 특성에 따라 전자

기파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아져 경계면으로부터 반사가 어려워 질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느슨하고 조립한) 조

건의 모래지반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 마른모래에서는 상대밀도가 증가할수록 유전상수는 증가하였으며, 모래의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유전상수와 전기전도도의 값은 증가 하였다.

핵심용어 지표투과레이다, 전기적 특성, 모래, 유전상수, 전기전도도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underground media in GPR (Ground

Penetrating Radar) survey. Depending on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underground medium, the energy of the electromagnetic wave

becomes relatively small, and reflection from the interface may become difficult. In this study,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sandy

soils under various (loose and dense) conditions were analyzed. As a result, In dry sand is the dielectric constant increased as the

relative density increased, and the dielectric constant and electrical conductivity increased as the moisture content of the

sand increased.

KEYWORDS GPR (Ground Penetrating Radar),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Sand, Dielectric constant, Conductivity

1. 서 론

최근 들어 지구 물리탐사방법 중에 하나인 GPR(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는 지하공동, 지하매설물, 지하수위

조사, 기반암조사, 단층 파쇄대등의 불연속면 조사, 콘크리

트 비파괴조사 등 적용 범위가 다양하여 각광 받고 있다.

GPR은 전자기파를 지하로 방사시킨 후 지질 경계면에서

지하의 불균질면, 파쇄대 또는 지하매설물 등 여러 가지 경

계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자기파를 받아서 지하

지질구조를 파악하는 비파괴 탐사 방법이다. GPR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지하매질에 따라 유전율, 전기전

도도, 투과율 등이 있으며, 전기적 특성에 의해 전자기파의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이처럼 GPR 탐사는

지하매질의 전자기적 특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하 매질인 흙은 불연속체로 흙 입자가 쉽게 분리될 수 있

으며, 외력을 받았을 때에는 입자 상호간의 변위가 쉽게 일

어날 수 있다. 또한 흙의 공학적 성질은 비균질, 비등방성

이여서 지반의 깊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내

포하기 때문에 매질의 전기전도도가 높으면 전자기파의

감쇠가 심하게 일어나서 땅속 깊은 곳까지의 투과를 어렵

게 만든다. 또한, 전자기파의 투과 깊이는 주파수에 따라서

도 달라진다. 이것은 절대값이 아니라 토양이 가지고 있는

유전상수와 전기전도도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실험을 통하여 모래지반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모래지반의 공학적 성질에 따른

전자기적 특성을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2. 이론적 배경

GPR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유전율, 전기전도도,

투과율 등 전자기적 특성들이 있다. 이 중 전기전도도는 비

저항의 역수로 매질의 전도성을 나타내며 매질 내에서 전

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전기

전도도가 높을수록 감쇠가 빨라진다. 또한 유전율은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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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전자기 에너지를 저장, 방출할 수 있는 매질의 능력을

뜻하며, 전자기파의 전파, 속도, 고유 임피던스와 반사에

영향을 미친다(Cassidy, 2009). 

Topp (1980)는 모래질 롬(sandy loam), 점토질 롬(clay loam),

유리구슬(glass bead) 시료에 대하여 1 MHz∼1 GHz 주파

수 범위에서 함수비를 변화시켜가며 실내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Eq. (1)과 같이 유전상수(εr)와 체적함수비(θv)의 관계

를 3차 다항식으로 도출하였다(Lee, 2002). 여기서 롬은 통

상 화산재가 퇴적되어 형성된 풍성층으로 모래, 실트와 점

토가 거의 균등하게 들어 있는 흙을 지칭하며, 습기가 있으

면 점착성이 커져서 점성토의 특성이 커진다.

(1)

(2)

지반환경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유전율 모델은 복소

굴절률모델(Complex Refractive Index Model, CRIM)이며,

토양의 구성요소인 흙입자, 공기, 물의 상대 유전율과 각 체적

비를 이용하여 Eq.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shen et al.,

1985).

(3)

여기서 ϕ는 공극율, clv는 점토체적비율, Sw는 포화도, εa는

공기의 유전상수, εs는 모래의 유전상수, εcl는 점토의 유전

상수, εw는 물의 유전상수를 나타낸다.

CRIM 식에 의하면 지반의 함수율 5% 보다 지반의 함수율

50%인 유전율이 더 클 것이다. 그 이유는 물에 의한 유전율

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며 공극의 양은 일정한데 함수량

이 더 크기 때문에 유전율이 더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모델은 실제 측정 자료와 비교 했을 때 GPR 주파수 범

위(10 MHz~1 GHz)내에서 실수성분의 유전율은 거의 일치

하며 허수 성분의 유전율 또한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부피비에 대한 함수이

기 때문에 콘크리트 같은 토양의 성분이 아닌 경우 유전율을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토양의 세 성분만 있

다고 가정한다면 CRIM식이 가장 적합한 식 이다(Park, 1998).

Sabouroux and Ba(2011)은 CRIM 모델과의 유사성 분석을

위해 600 MHz, 1 GHz 안테나를 사용하여 젖은 흙 샘플의

체적함수비와 유전상수와의 상호관계식을 제안하였다.

(4)

여기서, θref는 흙의 체적함수비, εref는 흙의 유전상수, εa는

공기의 유전상수, εs는 흙의 유전상수, εw는 물의 유전상수,

φ는 간극비이다.

국내에서도 Topp식과 CRIM 모델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토를 활용하여 다양한 중량함수비(5%~30%)를

갖는 모형토조를 구성하고, 주파수 900 MHz 및 1.0 GHz

안테나를 이용하여 5.22~38.87의 유전상수를 측정하였다

(Oh, 2009).

다양한 지질 매질 및 인공 매질에 대한 유전상수는 Table

1과 같다.

3. 모래의 전기적 특성 측정을 위한 모형실험

3.1 모형실험 준비

다양한 조건의 모래지반에서 유전상수와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Fig. 1과 같이 모형토조를 제작하였다. 모

형토조는 가로 1.5 m, 세로 2.1 m, 높이 1.5 m의 크기의 아

크릴판으로 제작하였다. 모래의 느슨한 상태 및 조밀한 상

태를 조정하기 위해서 모형토조 위에 이동식 프레임을 설

치하여 상, 하, 좌, 우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강사장치를 구

상하였으며, 모래의 낙하고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모형토조 하부에 물을 유입 및 유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여 형성된 모래지반에 지하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

였다(Fig. 1 참조).

모형실험은 느슨한 모래지반과 조밀한 모래지반에 대해

서 Fig. 2와 같이 전기적 특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센서와 모

래의 상대밀도 산정을 위한 건조밀도 측정용 캔을 배치하

였다.

느슨한 상태의 모래지반을 묘사하기 위해 1층당 30 cm

간격으로 모래를 포설하였으며, 모래 입자가 체를 통하여

자유낙하 할 수 있도록 주의하며 모래지반을 조성하였다.

느슨한 상태의 모래지반의 유전상수 및 전기전도도 측정을

위한 TDR 센서는 GS3를 사용하였다. GS3 센서는 미국의

Decagon사에서 제조 하였으며, 유전상수와 전기전도도의 값

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TDR 센서는 3개(0.3 m, 0.6 m, 1.2 m)

εr 3.03 9.3θv 146θv
2

76.6θv
3

–+ +=

θv 5.3 10
2–

×– 2.92 10
2–
εr× 5.5 10

4–
εr
2

×– 4.3 10
6–
εr
3

×+ +=

ε ϕ 1 Sw–( ) εa ϕSw εw 1 ϕ–( )clv εcl 1 ϕ–( ) 1 clv–( ) εs+ + +=

θref
εref
0.5

1 φ–( ) εs
0.5

×– φ εa×–

εw
0.5

εa
0.5

–
---------------------------------------------------------=

Table 1. Electrical characteristics on the material (Kim et al., 2014)

Material Dielectric constant Conductivity(mS/m)

Air 1 0

Fresh water 81 0.5

Gravel 5 10

Unsaturated Gravel-Sand 3.5~6.5 0.007~0.06

 Saturated Gravel-Sand 15.5~17.5 0.7~9

Dry sand 3~6 0.0001~1

Saturated sand 10~32 0.1~10

Unsaturated silt 2.5~5 1~100

Saturated silt 22~30 ≤100

Dry clay 2~5 2~100

Saturated clay 8~40 20~1000

Concrete 4~30 1~100

Asphalt 3~5

PV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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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였으며, 동일한 위치에 건조밀도 측정캔을 설치하여

지반의 상대밀도 산정하였다. 

조밀한 상태의 모래지반을 묘사하기 위해 1층당 30 cm

간격으로 모래를 포설하여 다짐판을 이용하여 모래 다짐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다짐판은 토조단면에 1/4에 해

당하는 합판(가로 1.05 m × 0.75 m)을 제작하여 1/4면씩 4

번을 다져주었다. 모래지반의 유전상수 및 전기전도도 측

정을 위한 TDR 센서와 건조밀도 측정캔은 느슨한 상태의

모래지반을 묘사하기 위한 조건과 동일한 위치에 3개

(0.3 m, 0.6 m, 1.2 m)를 설치하였다. 

모형토조실험시 채취한 시료를 실내실험을 실시하여 산

정된 건조밀도(γd)/최대건조밀도(γdmax)/최소건조밀도(γdmin)를

Eq. (5)에 대입하여 상대밀도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건조밀도 및 최소건조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최소건

조밀도는 흙입자를 10 mm의 높이에서 떨어드려서 구하고,

최대 건조밀도는 흙을 용기에 넣어 압력과 진동을 동시에

가하여 구하였다. 

(5)

느슨한 상태의 모래지반에서 측정된 건조밀도, 최대건

조밀도, 최소건조밀도를 통해서 해당 층의 상대밀도를 산

정한 결과 약 40%가 나왔으며, 조밀한 상태의 모래지반에서

측정된 건조밀도, 최대건조밀도, 최소건조밀도를 통해서

해당 층의 상대밀도를 산정한 결과 약 60%가 나왔다.

Dr

γdmax

γd
-----------

γd γdmin–

γdmax γdmin–
---------------------------× 100 %( )×=

Fig. 1. Conceptual diagram of scale model test

Fig. 2. Section for sensor placement of Scale model test

Fig. 3. View for scale model test of loose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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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결과 및 분석

모래지반에서의 유전상수 및 전기전도도의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상대밀도를 조정하여 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느슨한

상태의 마른모래에서의 유전상수 측정결과 3.451(Fig. 6(a))

이 측정되었으며, 조밀한 상태의 마른모래에서의 유전상수

측정결과 4.245(Fig. 6(b))로 측정되었다. 마른모래에서는 상

대밀도가 증가할수록 유전상수는 증가하였다. 이는 상대밀

도가 증가할수록 흙입자 사이의 공극이 작아져 전파에너지

감쇠가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6). 

포화된 모래지반에서는 Fig. 7의 #1과 같이 유전상수와

전기전도도의 값은 각각 18.69, 0.0096(mS/m) 측정 되었으

며, 불포화 모래지반에서 Fig. 7의 #2의 유전상수와 전기전

도도의 값은 각각 7.813, 0.0045(mS/m) 측정되었다. 함수율

이 증가할수록 유전상수와 전기전도도의 값은 증가 하였

으며, 8일 경과후 유전상수와 전기전도도의 값은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 8와 같이 표면장력에 의해 흡

착된 물이 모관상승고까지 연속적으로 상승하나 흙의 간

극을 모두 채우지는 못하고 수위면 위 어느 높이까지는 지

하수위 아래처럼 완전히 포화되며, 그 이상에서는 공기가

Fig. 4. View for scale model test of dense sand

Fig. 5. Indoor experiment for relative density measurement

Fig. 6. Dielectric constant of dry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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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되어 포화도가 떨어져서 불포화 상태가 되어 함수량

이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관상승 높이에 따라 함수율은 증가하였으며, 함수율

증가는 유전상수와 전기전도도의 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흙에 대한 개략적인 모관상

승 높이를 살펴보면 Lohman (1972)는 Table 3과 같이 모관

상승 높이를 나타내었으며, Todd and Mays(2011)는 모관상

승 높이를 Eq. (6)과 같이 제시하였다.

(6)

여기서, D는 흙입자 직경(cm)이다. 

본 연구에서의 모관상승 높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래입

경(D) 0.2 mm로 가정하여 Eq. (6)에 대입한 결과 모관상승

높이는 약 40 cm로 산정 되었다. 모형실험에서 수위를 지

표에서 1.0 m 아래에 위치시켜 Fig. 7의 #1 센서는 포화상

태를 유지하였으며, 모관상승에 의한 #2센서(Fig. 2, 지표

아래 0.6 m 위치)는 8일 경과 후 함수율 증가로 인해 유전

상수와 전기전도도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의 센

서(Fig. 2, 지표아래 0.3 m 위치)에는 모관 흡입력에 의한

모관상승 범위에 미치지 못하여 함수율 증가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hc cm( )
0.15

r
----------

0.16

0.20D
---------------

3

4D
-------= = =

Table 2. Dielectric constant and conductivity of sand

Conditions of sand Dielectric constant Conductivity (mS/m)

Loose sand (D
r
 = 40%) 3.451 0.00010

Dense sand (D
r
 = 60%) 4.245 0.00010

 Saturated sand 18.690 0.0096

Unsaturated sand 7.813 0.0045

Fig. 7. Electrical characteristics due to capillary rise

Fig. 8. Distribution of water in a coarse sand above the water

table after drainage (Prill, 1965)

Table 3. Capillary rise in Samples of Unconsolidated materials

(Lohman, 1972)

Material Grain size (mm) Capillary rise (cm)

Fine gravel 5~2 2.5

Very coarse sand 2~1 6.5

Coarse sand 1~0.5 13.5

Medium sand 0.5~0.2 24.6

Fine sand 0.2~0.1 42.8

silt 0.1~0.05 105.5

silt 0.05~0.02 200a

Note: Capillary rise Measured after 72 days; all sample have virtually

the same porosity of 41 percent.
astill rising after 7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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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모래지반의 상태에 따라 유전상수 및 전

기전도도의 측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1) 느슨한 상태의 마른모래에서 유전상수는 3.451이 측

정되었으며, 조밀한 상태의 마른모래의 유전상수는 4.245로

측정되었다. 마른모래에서는 상대밀도가 증가할수록 유전

상수는 증가하였다. 

(2) 전기전도도의 값은 함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함수량이 증가 할수록 전파에너지 감쇠가 커져서 전기전

도도의 값도 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포화된 모래지반에서 유전상수의 값은 18.69로 측정

되었으며, 불포화 모래지반에서 유전상수의 값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다가 7.813으로 수렴하였다.

(4) 포화된 모래지반에서 전기전도도의 값은 0.0096

(mS/m) 측정되었으며, 불포화 모래지반에서 전기전도도의

값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다가 0.0045(mS/m)로 수렴하였다.

(5) 상기에서 제시한 조건은 모래지반의 상태에 따른 유

전상수와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얻은 결과이다. 추후 다

양한 지반조건(실트, 점토, 실트질 모래등)을 고려한 실험

이 이루어지면 지하매질의 특성에 따른 전기적 특성 관계

를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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