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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lobal Expansion Roadmap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Space Exploration Coordination Group, which is 

organized by space agencies around the world, presents future lunar exploration guidance and stresses a lunar habitat 

program to utilize lunar resources. The Moon attracts attention as an outpost for deep space exploration. Simulating 

lunar surface environments is requir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s of various equipment for future lunar surface 

missions. In this paper,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simulate high vacuum pressure and cryogenic temperature 

of the permanent shadow regions in the lunar south pole, which is a promising candidate for landing and outpost 

constructi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dirty thermal vacuum chamber (DTVC) operation process has never been 

presented. One-dimensional ground cooling tests were conducted with various vacuum pressures with the Korean Lunar 

Simulant type-1 (KLS-1) in DTVC. The most advantageous vacuum pressure was found to be 30–80 mbar, considering 

the cooling efficiency and equipment stability. However, peripheral cooling is also required to simulate a cryogenic for 

not sublimating ice in a high vacuum pressure. In this study, an efficient peripheral cooling operation process was 

proposed by applying the frost ratio concept.

 

요   지

세계 우주 기관들로 조직된 국제 우주탐사 협력 그룹이 발간하는 글로벌 우주탐사 로드맵에서는 미래 달 탐사 

방향과 달 자원 활용을 위한 거주 계획을 반영하는 등 달은 심우주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달 행성 지반 환경 재현 인프라 기술은 미래 달 지상 탐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의 성능검증에 활용될 수 

1 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수석연구원 (Member, Senior Researcher, Postdoctoral Researcher, Department of Future & Smart Construction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2 비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수석연구원 (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Future & Smart Construction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3 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연구위원 (Member,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Future & Smart Construction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4 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Member, Senior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Future & Smart Construction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5 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전임연구원 (Member, Research Specialist, Department of Future & Smart Construction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Tel: +82-31-910-0233, tnt306@kict.re.kr, Corresponding author, 교신저자)

*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원하는 회원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그 내용을 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검토 내용과 함께 논문집에 게재하여 드립니다. 

Copyright © 2022 by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26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제38권 제12호

Table 1. The vapor pressure of ice with temperature (Wexler, 1977)

Temperature (°C) Pressure (mbar)

0 6.1115

-10 2.5992

-20 1.0333

-30 0.3802

-40 0.1285

-50 0.0394

-60 0.0108

-70 0.0026

-80 0.0005

-90 0.0001

-100 0.000013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달 착륙 및 기지 건설 후보지인 달 남극 영구음영지역의 고진공 및 극저온 지상 환경을 재현하고

자 하였다. 현재까지 달 지상 환경 재현을 위한 효율적 장비 운용 프로세스는 제시되지 못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파일럿 지반열진공챔버에 인공월면 지반을 조성한 뒤 다양한 진공 환경에 대해 일방향 지반냉각 실험을 진행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냉각효율 및 장비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진공 환경은 30-80 mbar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고진공 환경에서 얼음이 승화되지 않기 위한 극저온의 온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변부 냉각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었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결비 개념을 적용해 효율적인 주변부 냉각 가동 시점을 제안하였다.

Keywords : Cryogenic temperature, DTVC operation efficiency, Frost ratio, High vacuum pressure, Lunar surface

1. 서 론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을 비롯해 전 세계 26개 기관은 자발적이며 구

속력 없는 국제 우주탐사 협력 그룹(ISECG, International 

Space Exploration Coordination Group)을 조직하여 운영

하고 있다. ISECG는 주기적으로 글로벌 우주탐사 로드

맵(GER, Global Exploration Roadmap)을 발간하며 우주 

행성 유무인 탐사에 관한 공동의 비전, 목표, 시나리오 

등을 공유하고 있다(ISECG, 2018). 이후 발간된 GER에

서는 유인 달 착륙 프로그램(Artemis), 달 궤도 정거장

(Gateway) 등 달 탐사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ISECG, 2020), 이후 관련내용에 대한 최신 업데

이트 뿐 아니라 탐사 이니셔티브로 가능해진 과학적 우

선순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ISECG, 2022). 달

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로 지구 중력의 1/6밖에 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헬륨-3 등 에너지자원이 발견되어 

심우주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다(Nozette 

et al., 1996; 2001; Li et al., 2018; Brent, 2019; Weiren 

et al., 2019).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달 탐사를 목표로 

다양한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형 인공월면토(KLS-1, Korean Lunar Simulant - type 1) 대

량 생산 시스템 및 지반열진공챔버(DTVC, Dirty Thermal 

Vacuum Chamber)를 구축해 달 행성 지상 환경을 재현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Jin et al., 2020; Chung 

et al., 2018; 2019; 2020). 특히, 달 남극 지역의 영구음

영지역(PSR, Permanent Shadow Regions)은 상당한 양

의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함이 밝혀졌다(Nozette et al., 

1996; 2001; Li et al., 2018). 물은 인류가 체류하기 위한 

식수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 분해하여 로켓

의 추진체 연료로 사용 가능한 수소와 산소를 생산할 수 

있다(David et al., 2019). 따라서 달 남극 영구음영지역

은 향후 유력한 착륙지 및 기지 건설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장비들의 성능검증을 위해 달 영구음영

지역의 고진공 및 극저온 지반 환경 재현이 요구되고 있

다. 고진공 환경에서 월면토 및 인공월면토의 열전달은 

매우 나쁘기 때문에(Cremers and Birkebak, 1971; Cremers, 

1972; 1975; Langseth et al., 1976; Nagihara et al., 2014; 

Sakatani et al., 2017; 2018; Wasilewski et al., 2021; Jin 

et al., 2021), 지상에서 고진공 환경을 조성한 뒤 극저온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도 이러한 환경을 재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나 아직까지 효율적인 방법을 제

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Julie and Diane, 2013; Julie, 

2014). 

본 연구에서는 고진공 및 극저온의 달 지상 환경을 

효율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1m
3
 규모의 파일럿 DTVC에 

건조 인공월면 지반을 조성한 뒤 다양한 진공 환경에 

따른 냉각 실험을 수행하고 그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

였다. 특히, 인공월면 지반을 조성한 뒤 최대 약 10
-4
 mbar

의 진공 환경 조성이 가능한데(Chung et al., 2019;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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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to simulate vacuum and cryogenic environments

et al., 2021), 이 경우 얼음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약 -90℃에서 승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xler, 

1977). 따라서 해당 진공압에서도 얼음이 승화되지 않

게 하기 위해서는 -90℃ 이하 극저온의 인공월면 지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유념하여 본 

연구에서는 -100℃의 인공월면 지반 조성을 목표로 설

정하고 향후 달 지상의 얼음지반 재현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고진공 및 극저온 환경 재현을 위한 열전달 메커
니즘
  

지구에서 달 행성 지상의 고진공 및 극저온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진공압에 따른 열전달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장비 운용 프로세스 정

립이 필요하다. 지반과 같은 다공성 매질의 열전달(heat 

transfer)은 전도(conduction), 복사(radiation), 대류(con-

vection)에 의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주요 메커니즘으로 간주되나 복사 및 대류에 의

한 열전달 또한 고려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Selker and 

Or, 2021). Jin(2021) 등은 한국형 인공월면토(KLS-1)를 

이용해 건조밀도 약 1.94 g/cm
3
의 인공월면 지반에 대해 

열전달 주요 메커니즘인 열전도도를 진공압에 따라 측

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진공도가 높아질수록 열전도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진공 환

경에서보다 저진공 환경에서의 지반 냉각효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진공에서도 남아 있는 차가운 공

기로 인해 챔버 내부는 지나치게 냉각되고 외부는 상온

으로 인한 급격한 온도차로 변형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

거나 챔버 내부에 서리로 인한 냉각 효율 저하가 발생한

다. 따라서, 장비 안전성 및 냉각 효율성을 고려한 달 

행성의 고진공 및 극저온 지상 환경 재현 프로세스 정립

이 필요하다. 

3. 실험장비 및 조건 
  

3.1 실험장비
 

본 연구에서는 부피 약 1m
3
(직경 1m, 길이 1.3m)의 

파일럿 DTVC를 이용해 달 지상의 고진공 및 극저온 환

경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파일럿 DTVC는 KLS-1을 포

함하여 최대 1×10
-4

 mbar의 진공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Chung et al., 2019; Jin et al., 2021).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파일럿 DTVC 내부에 실린더 형태의 아크릴 

재질의 몰드를 위치시킨 뒤 몰드 내부에 직경 약 20cm, 

높이 약 10cm, 건조밀도 약 1.94g/cm
3
의 KLS-1 인공월

면 지반을 조성하고 2.5cm 간격으로 온도센서를 설치하

였다. 아크릴 몰드 외부는 폴리에스터와 알루미늄 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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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rmal conductivity of KLS-1 with vacuum pressure (Jin 
et al., 2021)

의 다층단열재(10 layer, heat flux 1W/m
2
 이하)로 감싸 

복사에 의한 열전달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전달만 발생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극저온 환경 재현을 위해 

인공월면 지반 하부 및 파일럿 DTVC 주변부에 냉각 쉬

라우드(shroud)를 설치하고 액체 질소에 의해 극저온 환

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2 실험조건

본 연구에서는 냉각 효율성 및 장비 안전성을 고려한 

장비 운용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진공압 조

건에서 지반냉각 실험을 진행하였다. 진공 환경 조성을 

위한 감압(depressurization) 시 지반 공극의 공기가 빠져

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교란을 방지하고자 감압

속도를 0.05 mbar/s로 설정하였다(Go et al., 2021). 감압 

후 챔버 내부에 존재하는 공기 중 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dry air를 주입한 뒤 다시 한번 목표 진공압 도달을 

위한 감압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Fig. 2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선행연구(Jin et al., 2021)를 통해 측정된 

진공압에 따른 KLS-1 열전도도를 고려해 500 mbar, 

250 mbar, 80 mbar, 30 mbar, 10 mbar, 1 mbar, 4E-03 

mbar의 진공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때 열전도도는 각각 

약 0.25W/mK, 0.212W/mK, 0.154W/mK, 0.103W/mK, 

0.054W/mK, 0.005W/mK, 측정불가(4E-03 mbar인 경

우)로 측정되었으며, 지반냉각 시 하부 냉각판에 액화 

질소를 흘려 인공월면 지반 하부에서 상부로 일방향 냉

각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4. 실험결과

Fig. 3은 하부 냉각판에 액화질소를 흘려 하부에서 상

부로 지반을 냉각했을 때 생성되는 서리 발생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3(a)의 경우 상대적 저진공 환경

(500 mbar. 250 mbar)으로 공기 중 존재하는 수분에 의

해 냉각판에 서리가 심하게 발생하였다. Fig. 3(b)의 경

우 서리가 발생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진공 환경(80 

mbar, 30 mbar, 10 mbar)으로 인해 Fig. 3(a)에 비해 서

리가 덜 발생하였다. Fig. 3(c)의 경우 고진공 환경(1 

mbar, 4E-03 mbar)으로 공기의 존재가 희박해 서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Fig. 4는 각 진공 조건에 대해 높이에 따른 온도분포

를 보여주고 있다. Fig. 4(a, b)의 경우 저진공 환경(500 

mbar. 250 mbar)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약 16.8시간, 18.9

시간 만에 10cm 높이의 KLS-1 시료가 열적 정상상태에 

도달하며 더 이상 냉각이 진행되지 않았다. Fig. 4(c, d, 

e)의 경우 Fig. 4(a,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진공 환

경(80 mbar, 30 mbar, 10 mbar)으로 KLS-1 시료가 열적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약 23.7

시간, 26.4시간, 38.9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냉각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4(f, g)의 경

우 고진공 환경(1 mbar. 4E-03 mbar)으로 40시간 이상 

냉각에도 불구하고 KLS-1 시료는 열적 정상상태에 도

달하지 못했다. 즉, 고진공 환경으로 갈수록 하부 냉각

판에 의한 지반냉각 효과가 종료되는 열적 정상상태 도

달 시점이 늘어났다. 따라서 서리 발생에 의한 장비 안

전성 및 냉각 효율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진공 환경은 서리가 덜 발생한 진공 환경(80 mbar∼10 

mbar)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냉각 효율이 급격하

게 나빠지는 10 mbar를 제외한 80 mbar∼30 mbar 진공 

범위에서 지반냉각 시 가장 유리한 진공 환경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실험 결과를 통해 인공월면 지반은 하부에

서부터 상부로 갈수록 온도가 상승해 높이에 따른 온도

구배를 발생하며, 일방향 냉각만으로는 고진공 환경에

서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하기 위한 목표 온도인 -100℃

에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 토 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진공압에 따른 지반냉각 실험 결

과를 통해 하부 냉각판을 활용한 일방향 냉각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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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mbar 

Radiant heat shielding 
insulation

Frosty plate 

250 mbar 

Frosty plate 

(a) Frosty plate

80 mbar 
Less frost

30 mbar 
Less frost

10 mbar 
Less frost

(b) Less frosty plate

1 mbar 
Clean plate

4E-03 mbar 
Clean plate

(c) Clean plate

Fig. 3. Cold plate condition with vacuum pressure

(a) 500 mbar

Fig. 4. Measured temperature with vacuum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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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50 mbar

(c) 80 mbar

(d) 30 mbar

(e) 10 mbar

Fig. 4. Measured temperature with vacuum pressur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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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 mbar

(g) 4E-03 mbar

Fig. 4. Measured temperature with vacuum pressure (Continued)

진공 환경에서 얼음이 승화되지 않고 존재하기 위한 목

표 온도인 -100℃에 도달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주변부 냉각 쉬라우드(shroud)의 추가적인 가동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하부 냉각판을 활용한 지

반냉각 시 공기 중 존재하는 수분이 동결되며 냉각판에 

서리를 발생시켰던 것과 같이 주변부 냉각 쉬라우드의 

무분별한 가동은 챔버 주변부에 서리를 발생시켜 장비 

안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진공 환경에서 

극저온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주변부 냉각 쉬라우

드를 가동하기 위한 최적 시점에 대한 공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방향 동결에 의한 흙의 동상

(frost heave in soils) 실내실험 시 열적 정상상태 도달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동결비(frost ratio, Fz) 

개념(Jin et al., 2021; 2022)을 응용하여 적용하고자 한

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동결비 개념과 다르게 상부 온도 

조건이 가변조건이기 때문에 이 경우 동결비는 식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출될 수 있다. 



 



 







 





































×   (1)

여기서, 은 시료 하단부터 초기온도 및 온도 프로파

일에 의해 도출되는 사다리꼴 번호, 는 시간(h), 

는 

열적 정상상태 도달 시 초기온도 및 열적 정상상태 온도 

프로파일에 의해 형성되는 번 사다리꼴의 면적, 



는 

초기온도 및 시간 일 때 온도 프로파일에 의해 형성되

는 번 사다리꼴의 면적이다.

Fig. 5는 500 mbar의 진공 환경에서 동결비 결정을 

위해 필요한 항들을 도출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Fig. 5(a)는 열적 정상상태 도달 시 초기온도 및 열적 정

상상태 온도 프로파일에 의해 형성되는 사다리꼴 면적

들을 나타내고 있다. 사다리꼴의 높이는 온도센서 설치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Fig. 5(b)는 초기온도 및 동

결 후 4시간일 때 측정되는 온도 프로파일에 의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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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rmal steady-state (16.8 h) (b) during freezing (4 h)

Fig. 5. Frost ratio (Fz) calculation method

Table 2. Frost ratio (Fz) up to the thermal-steady state with vacuum pressure

500 mbar 250 mbar 80 mbar 30 mbar 10 mbar

Time 
(h)

Frost ratio 
(%)

Time 
(h)

Frost ratio 
(%)

Time 
(h)

Frost ratio 
(%)

Time 
(h)

Frost ratio 
(%)

Time 
(h)

Frost ratio 
(%)

0 0 0 0 0 0 0 0 0 0

1 23.59 1 23.55 1 21.70 1 18.92 1 14.71

2 41.68 2 39.55 2 34.71 2 29.80 2 23.61

4 64.50 4 60.89 4 53.73 4 45.56 4 35.73

8 87.47 8 84.10 8 77.53 8 68.69 8 54.20

15 99.22 15 97.70 15 94.73 15 90.17 15 78.03

16.8 100 18.9 100 20 98.71 20 96.63 20 88.22

23.7 100 26.4 100 30 97.42

38.9 100

Table 3. Frost ratio (Fz) of 90% with vacuum pressure

500 mbar 250 mbar 80 mbar 30 mbar 10 mbar

~9 h ~10 h ~12 h ~15 h ~21 h

되는 사다리꼴 면적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값의 비

를 이용해 500 mbar의 진공 환경에서 4시간 냉각되었을 

때 동결비를 도출할 수 있으며,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시간별로 동결비를 도출할 수 있다. 시간 및 진공 환경

에 따른 동결비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고 있다. 1 

mbar, 4E-03 mbar의 경우 40시간 이상 냉각에도 열적 

정상상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동결비

를 도출하지 않았다. 

하부 냉각판에 의한 냉각효과가 종료되는 열적 정상

상태 도달 시점에 가까워지며 일방향 냉각 효율은 급격

하게 떨어졌으며, 열적 정상상태 도달 시 상부온도는 

약 -50℃에 도달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동결비를 이용

해 공기 중 다량의 수분이 제거되어 안전상 문제가 최

소화되는 시점에 주변부 쉬라우드를 이용 해 지반냉각

을 통해 지반온도가 -100℃ 이하로 형성되도록 해야 한

다. 동상의 경우 토질역학의 압밀이론에 기초해 동결 

완료 시점을 동결비가 90%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설정

하여 사용하고 있다(Jin et al., 2021; 2022). 본 연구에

서도 동결비가 90%에 도달하게 되면 공기 중 대부분의 

수분이 제거되어 주변부 냉각 쉬라우드 가동 시 안전성

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결비가 90%에 도달하는 시점은 

기존 열적 정상상태 도달 시점에 비해 주변부 쉬라우드 

가동 시점을 절반 정도로 앞당길 수 있어 장비 안전성 

뿐만 아니라 효율성 또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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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달 남극 영구음영지역은 향후 인류의 장기체류를 위

한 착륙지 및 기지 건설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

서 영구음영지역의 고진공 및 극저온의 달 지반 환경 

재현 기술은 달 기지 건설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

의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제공 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진공 및 극저온 환경 재현을 위한 

지반열진공챔버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

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진공압에 따른 건조 인공월면 지반 냉각 시 30-80 

mbar의 진공 환경이 장비 안전성 및 냉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저진공 환경(500 mbar, 250 

mbar)의 경우 냉각 효율은 우수하나 다량의 서리 발

생으로 인해 냉각 효율성 및 열변형 안전성 측면에

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반면, 10 mbar 이하의 

고진공 환경은 안전성은 유리하나 냉각 효율 측면

에서 매우 불리하다. 

(2) 하부 냉각판을 활용한 일방향 지반 냉각으로는 진

공 환경에서 얼음이 승화되지 않고 존재하기 위한 

목표 온도인 -100℃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였다. 따

라서 주변부 냉각 쉬라우드의 추가적인 가동이 요

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동결비 개념을 응용해 장비 

안전성 및 냉각 효율성을 고려해 동결비가 90% 도

달하였을 때 주변부 쉬라우드를 가동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 고진공 및 극저온 환경 재현을 위해 

수행한 다양한 진공압에 따른 건조 인공월면 지반

냉각 효율성 평가 결과는, 향후 지반열진공챔버를 

이용한 동결지반(icy soil) 재현 시 얼음 승화 방지

를 위해 참고 결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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