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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veloped a highly accurate, yet inexpensive, refractive index (RI)-based soil moisture sensor. To detect the RI, a light guide was

set with a light-emitting diode and photodiode. When the air fills the space between the soil particles, most of the incident light is

reflected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waveguide and the air because of the large RI difference. As the moisture of the soil increases,

the macroscopic soil RI increases. This allows incident light to pass through the interface. The intensity of the light reaching the pho-

todiode was simulated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soil RI. Using the simulation results, we designed and manufactured a curved glass

waveguide.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RI-based soil sensor by comparing it with a commercially available, high-cost and

high-performance time-domain reflectometer (TDR). Our sensor was 96% accurate, surpassing the costly TD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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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양의 수분량은 작물의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여러

농업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농업과 더불

어 토목, 방재 등의 분야에서도 토양이 포함하고 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양한 토양 내 수분 측정 방식

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토양의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건토 중량법, TDR(time

domain reflectometry) 및 FDR(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방식, COSMIC-ray 중성자 측정 방법, 수분장력(tensiometer) 방

법, EC(electrical conductivity) 측정 방법 등이 있다 [1].

건토 중량법은 시료를 채취한 후 건조시켜 측정하는 방식으

로 정확성은 높으나 토양이 손상되는 파괴적 방식이며 지속적

인 측정이 어려워서 연속적으로 토양을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하

는 실제 농가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1,2]. TDR 및 FDR 센서는

수분량 변화에 따라서 고주파에서의 impedence 변화를 측정하

는 원리이며 정확도는 높으나 센서 및 모듈 가격이 고가라는 단

점이 존재한다 [3,4]. COSMIC-ray 중성자 센서는 대면적의 수

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지만 매우 고가이며 기술적 접근

이 어려워서 일반적인 농가에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

다 [5,6]. 수분장력센서는 수분의 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

로 전기적인 출력값이 나오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물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3,7]. EC 센서는 저가의 센서이지

만 전기전도도가 수분의 양뿐만 아니라 토양의 이온의 양과 같

은 다른 요인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정확도가 떨어지

고 전극이 부식되는 문제점이 있다 [8]. 따라서, 저가로 구현이

가능하며 동시에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갖춘 고성능 토양 수

분 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의 수분 함유량에 따라 토양의 굴절률이

변화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저가의 굴절

률 기반 토양 수분 센서(refractive index based soil moisture sensor)

를 개발하였다. Fig. 1에서와 같이 굴절률을 감지하기 위한 곡

선형 도파로에 빛을 조사하여서 전반사가 되어 수광부에 도달

하는 빛의 양의 변화를 감지하였다. 빛을 조사할 때 토양입자

사이를 공기가 채우고 있는 경우 도파로와 굴절률 차이가 커서

대부분의 빛이 전반사 되지만, 토양의 수분 함량이 높아질수록

토양의 굴절률이 증가하여 빛이 투과하게 된다. 토양의 굴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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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빛의 전달을 시뮬레이션 하여서 센서의 동작 가능

성을 미리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하여서 굴절률 토

양 센서를 제작하고, 이를 상용화된 고가의 고주파 센서와 비교

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센서의 성능이 상용화

된 센서의 96% 수준의 정확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연구 방법

Fig. 1과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굴절률 기반 토양 수분 센

서는 빛이 진행하는 도파로와 발광부, 수광부로 구성된다. 도파

로는 빛의 전반사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곡면이 존재하면서

발광부와 수광부가 한 쪽 면에 위치할 수 있는 U자형 유리막대

로 제작하였다. 유리막대 도파로의 지름과 형태는 Fig. 2(a)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 도파로로 더 저가의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될

수 있으나 플라스틱의 경우 장기간 사용시 물의 흡수로 인한 이

력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리막대로 제작되었다. 도파로의

끝에 위치한 발광부는 650 nm 파장의 50 mW레이저 모듈(50 mW

레드 레이저 모듈, AMYTA)을 사용하였고 반대쪽 수광부에는

파워미터(Pocket Laser Power Meter-840011, Sper Scientific)를

사용하였다. 도파로의 길이가 길지 않고 곡률이 작지 않아서 완

벽한 직진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직진성이 떨어지는 저가

의 LED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Fig. 2(c)

처럼 네 개의 측면이 메쉬와 천으로 구성된 구조물에 토양을 담

고 U자형 유리막대를 토양에 묻었다. 이 때, U자형 유리막대는

가장 낮은 위치의 깊이가 70 mm가 되도록 설치되었다. 본 연구

에서 개발한 굴절률 기반 토양 수분 센서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

해서 Fig. 2(b)에 제시된 75 MHz에서 동작하는 고가의TDR 방

식의 센서(EC-5, Decagon Device)를 이용하는 모듈을 추가적으

로 설치하였다. Fig. 2(c)와 같이 발광부와 수광부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회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연결하여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상용 FEM(finite element method) 프로그램인

LightTools 9.0 (synopsys) 를 활용하였다. 광경로상 매질의 굴

절률을 토양의 습도를 모사하여 가변하였으며, 입력단의 광량이

출력에 도달하는 비율을 통해 정량화를 진행하였다. 토양의 습

도 변화는 미세한 물방울이 토양에 침투하는 것을 모사하였으

며, 시뮬레이션의 광원은 550 nm 단일 파장이다.

3. 이론 및 시뮬레이션

전반사는 빛이 굴절률이 큰 물질로부터 굴절률이 작은 물질

의 경계면으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특정 임계각보다 크면 빛이

경계면을 투과하지 못하고 모두 반사되는 원리이다. 스넬의 굴

절 법칙에 의하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임계각(θc)는 식(1)과 같이

계산된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굴절률이 1.52인 유리막대의 외벽면에 공

기가 접하는 경우 θc는 약 41o이고, 굴절률이 1.33인 유리막대에

물이 접하는 경우 θc는 61
o가 된다. 이에 따라 공기가 접하면 입

사각이 41
o
- 90

o일 때 전반사가 일어나고, 물이 접하면 입사각

이 61
o
- 90

o일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 즉, 빛이 곡면을 진행하면

서 공기가 접할 때는 전반사가 많이 일어나서 수광부에 많은 빛

이 도달한다. 하지만, 물이 접할 때는 공기가 접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던 41o와 61o사이의 입사각을 가지는 빛들이 전반사가 일

θ
c

sin
1– n2

n1

-----=

Fig. 1. Schematic diagram of refractive index-based soil moisture

sensor operation.

Fig. 2. (a) U-shaped optical waveguide. (b) EC-5 Sensor. and
(c) sensor system with driving circuit and microcon-
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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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고 일부가 투과되기 때문에 수광부에 도달하는 빛이

줄어든다. 

개발된 U자형 도파로에서 빛의 전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학

시뮬레이션을 Fig. 3과 같이 진행하였다. 도파로 외부의 굴절률

이 변함에 따라서 유리도파로를 따라서 수광부에 도달하는 빛

의 양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물이 토양의 공극을 일부 채운 경

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매우 작은 영역별로 도파로가

물 혹은 공기와 접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해야 하나, 시뮬레이

션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거시적으로 토양의 굴절률이 변

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Fig. 3(a)와 같이 유리막대에 공기만 접한

경우, 발광부에서 조사된 빛의 약 66%가 수광부에 도달한다. 이

에 비하여 유리막대에 물이 접한 경우에는 Fig. 3(b)와 같이 발

광부에서 조사된 빛이 더 많이 투과되어서 수광부에서 감지되

는 빛은 약 36%이다. 토양의 굴절률이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

된 광전력의 상대 강도는 Fig. 3(c)와 같이 나타난다. 굴절률이

증가함에 따라 투과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므로 결과적으로 감

지되는 빛의 상대강도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토양 내

수분 함유량에 따라 굴절률은 거시적으로 1 초과 1.33 미만의

값에서 유동적으로 변하고, 굴절률의 변화에 따라 감지되는 빛

의 상대적인 양을 통해 토양 수분량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굴절률 기반 토양 수분 센서는 U자형 유리

막대에 접하는 물, 공기 또는 토양의 비율에 따라 발광부로부터

조사되는 빛이 반사 또는 굴절되어 수광부로 도달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여 토양 내 수분 함유량을 측정함에 따라

토양의 구성 성분과 유기질 함유량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어

측정 정확도가 향상되는 원리이다.

4. 결과 및 고찰

굴절률 기반 토양 수분 센서의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상용

화된 고가의 TDR 센서와 비교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센서를 통

해 10분 간격으로 약 30000분 동안 측정한 상대 광량과 수분량

은 Fig. 4(a)와 같다. 측정 시간 동안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손

실된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측정을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500

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토양의 표면에 물을 부어서 수분을 공급

하였다. TDR 센서를 통해 얻은 수분량 데이터는 수분을 공급

함에 따라 약 17%에서 약21%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분량의 급격한 증가 시점에 상대광량 또한 급격하게 변

화하여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 최대 수

분량에 도달하는 시점이 TDR센서와 비교하여 늦춰 진다. 수분

이 중력과 증발에 의해서 감소함에 따라서 상대 광량은 다시 점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기 중 수분량의 변화에 대한 토양 내의 수분량과 상대 광

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습 효과가 있는 냉방기를 작동

시켜 측정을 진행하였다. Fig. 4(a)에서 약 10000분 이후의 측

정 데이터를 살펴보면 수분량 데이터가 약 17%부터 19%사이

에서 증가와 감소하는 경향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냉방기의 작동 유무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다. 냉방기가 작동

하는 경우에는 제습 효과로 인하여 공기 중의 수분량이 감소하

기 때문에 토양 내 수분이 쉽게 증발하여 토양 내 수분량이 감

소하게 된다. 따라서, TDR 센서로 측정한 수분량이 감소함과

Fig. 3. Optical simulation; (a) in contact with air (b) in contact with

water. (c) Relative intensity of received optical power mon-

itored with increasing refractiv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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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굴절률 기반 토양 수분 센서로 측정한 상대 광량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냉방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센서가 설치된 영역 보다 아래쪽의 토양의 수분이 건

조된 위쪽으로 올라오거나, 높은 비율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

분을 토양이 흡수하여 토양 내 수분량이 다시 증가하게 되고 이

때, 상대 광량은 감소하게 된다. 1%이내의 미세한 수분 변화량

을 제작된 센서가 정밀하게 감지하며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 30000분 동안 수분량과 상대 광량을 측정한 결과(Fig. 4(a)),

수분량이 증가하면 수광부에서 감지되는 상대 광량이 낮아지고

수분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대 광량은 커진다는 것을 대략적으

로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Fig. 4(b)에 토양 내 수분량과 수

광부에서 감지되는 상대 광량의 관계를 나타냈다. 굴절률 기반

토양 수분 센서를 통해 측정한 상대 광량을 통하여 수분량을 결

정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두 측정치 간의 관계의 형태를 규명

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독립변수 X는 상대 광량

이며, 종속변수 Y는 수분량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

과, 회귀결정계수 R2 =0.9688이었고, 식(2)와 같은 관계식을 얻었다. 

(2)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굴절률 기반 토양

수분 센서는 상용화된 고가의TDR 방식의 센서에 대하여 약

96%의 정확도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a)에서는 수분량이 약 17-22%인 경우의 측정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도 수분량 증가에 따른 광량 감

소의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사료된다. 단, 매우 수분량이 높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빛이 투과되어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 토양에서는 25%이상의 수분량이 나타나기가 어렵

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또한, Fig.

4(b)에서 상대광량이 낮은 경우(수분량이 낮은 경우)에 관계식

과 오차가 커지는데 이는 Fig. 4(a)의 0분 근처의 측정치로 큰

시간단위에서 발생하는 반복측정에서의 오차로 보여진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저가의 굴절률 기반 토양

수분 센서를 개발하였다. 토양의 수분 함유량에 따라 토양의 굴

절률이 변화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상대 광량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수분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 광량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용화된 고가의 TDR 방식의 토양 수

분 센서에 대하여 약 96%의 정확도로 측정이 가능하므로 농업

과 더불어 토목, 방재 등의 분야에서도 토양이 포함하고 있는

수분량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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