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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굴착공사 위험요소 도출 및 통계적 검정 방법을 통한 신뢰성 분석

Extracting the Risk Factor of Ground Excavation Construction and Confi-
dence Analysis using Statistical Tes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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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반굴착공사로 인해 발생된 지반함몰 사례를 분석하고 지반함몰 발생 원인을 평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지반조사의 불충분, 부정확한 지반정수, 가시설 보조공법 구조체의 결함, 보일링 및 히빙에 대한 대처 미흡, 시

공시 과굴착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반함몰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지반굴착공사 위험요소를 도출하였는데, 지반조사,

굴착공법 선정, 구조물 해석, 계측계획, 굴착공법 시공, 지하수위 변화, 계측 수행, 자연재해, 시공관리 등이 지반함몰을 예방

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로 도출되었다. 또한,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카이제곱(χ2) 검정 방법 통해 설문조사 응답자의 직업군, 업무종사기간, 업무현

장종류 등과 설문조사결과가 유의한 수준인지에 대해 검정을 수행하였다.

핵심용어 지반함몰, 굴착공사, 위험요소, 설문조사, 카이제곱(χ2) 검정

ABSTRACT The case study on ground subsidence was conducted and the cause of ground subsidence was evaluated, main cause

were insufficient site exploration, inaccurate strength parameters, defective temporary wall, insufficient reaction for boiling and

heaving, excessive excavation and so on. Risk factors during excavation were identified from the cause of ground subsidence and

risk factors were site exploration, selecting excavation method, structure analysis, measurement plan, excavation method

construction, underground water level change, natural disaster and construction management. The survey of the experts on risk fac-

tors identified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risk factors, and confidence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level between survey result and survey respondent using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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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도심지의 포화로 지하공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굴착공사는 지상 및 지하에서 굴착 인접 구조물에

의해 다양한 공법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성률 등,

2015). 도심지역의 지반굴착공사는 한정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거시설 또는 상업시설 등 기존 시설

물 인근에 대규모 연직 지반굴착 또는 터널 굴착공사가 이

루어지고 있다(한국시설안전공단, 2010). 이러한 굴착공사

중 시공 부주의나 시공기술 미흡, 지하수 유출, 급격한 지

층 변화에 대응 실패, 토류 시스템 구성 문제 등으로 인해

각종 지반함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이대영 등, 2015). 이

러한 상황에서 지반함몰 대응 및 안전성 확보가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나, 지반의 내부적인 변화 요소(지하수위

변화, 지하매설물 파손 등) 및 외부적인 변화요소(차량하

중, 지진, 지반굴착 등)에 의한 지반거동 해석기법이나 지

반함몰 평가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도

심지에서의 지반침하는 불특정 구간에서 전조현상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주의

깊게 관리되어야하며 대응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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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4).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인식부족과 예산의 취약성,

전담부서의 다원화로 매년 피해규모는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발생 후 피해복구에 초점을 두며 호우, 태풍, 산사태 등

과 같은 자연재해와 달리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조성하 등, 2014).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반함몰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연구에서는 지반함몰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규명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경로 모델링, 위험

경로별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굴착공사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반함몰을 예측 및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반영, 시공 시 위험경로의 집중관

리, 위험등급에 따른 유지관리의 준수사항, 지반 안정화 대

응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함몰 위험도 평가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초기 연구단계로 지반굴착공사로 인해 발생된 지반

함몰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반굴착공사에서의 위

험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해 국

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계학적 검정 방법인 카이제

곱(χ2) 검정을 통해 위험요소 설문조사결과가 설문조사 응

답자의 직업군, 업무종사기간, 업무현장종류 등과 유의한

수준인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지반굴착공사로 인한 지반함몰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착식 및 비개착식 지반굴착공사로

인해 발생된 지반침몰 발생사례를 조사하였다. 개착식 굴

착 40건 및 비개착식 굴착 77건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지

반함몰이 발생된 원인을 평가하였다. 표 1 및 그림 1은 국

내에서 지반굴착공사로 인해 발생된 지반함몰 사례를 나

타낸 것이다.

지반굴착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의 큰 원인 중의 하나

로서 지반조사의 불충분 또는 정확한 지반정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에서 지반조사를 수행할 때

짧은 기간에 완료하고 굴착공사를 시작하는 국내 시공 관행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건설공사에서 지반조사 분

야 설계예산은 대부분 비용 절감의 이유로 최소한의 예산

을 배정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반조사 조차 제대로 수행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암반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

정확한 토질정수 도출, 지질 구조 파악, 지층 구조 파악, 인

접 구조물 및 매설물 조사 등 공사현장의 현황 파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가시설 벽체

설계에 가장 중요한 지반정수 산정 및 지질학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지반조사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지반굴착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판단된다.

가시설 보조공법인 그라운드 앵커 및 어스 앵커 공법, H

파일, 락볼트 스트러트 등 가시설 벽체를 지탱해 주는 구조

체의 결함이나 설계의 결함으로 공사현장에 많은 붕괴사

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앵커의 경우 정착장의

위치가 배면이 사면 파괴면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흙막이 벽체 배면지반의 사면 활동을 억지하지 못하는 경

우가 대표적이다. 가시설 구조체의 결함으로 나타나는 형

태로 앵커, H 파일 등의 근입심도 부족에 의한 굴착바닥면

파괴, 버팀보 시스템 파괴, 좌굴, 과도한 휨모멘트에 의한

엄지말뚝 파괴, 2단 흙막이벽 설치 시 연결부위 파괴 등의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반굴착 공사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굴착바닥면의

안정을 위해 보일링 및 히빙에 대한 대처이다. 굴착현장에

서 주변 지반의 수위 차에 의해 발생되는 보일링 및 히빙에

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표 1. 국내에서 지반굴착공사로 인한 지반함몰 발생 주요 사례

연번 발생일 시·군·구 세부위치 규모(m) 세부 발생원인 

1 2015.04.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지방향 잠실대교 1.6 km 

지난 4차로
4.0 70.0 0.3

강변북로 도로사면 보수보강 공사 중 배면경사지 토

사굴착 과정에서 과굴착으로 발생

2 2015.05.0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역 1번출구앞 

2차로
0.6 0.6 1.5

신분당선 공사구간 내 매립한 토류벽 파손으로 배면 

유실

3 2015.02.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 앞 용산푸르지오 써

밋 신축공사 현장 보도
3.0 3.0 3.0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지하4층 터파기공사 중 지하수 

유출에 따른 침하

4 2015.05.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산단 진

입도로 지하차도 공사구간
15.0 2.0 0.05

토질 불확정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하차도 굴착

과정에서 상부 울산고속도로 갓길 침하

5 2015.05.2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소사역 지하도 

횡단보도 앞)
0.5 0.5 2.5 지하철 공사시 가시설 및 토류판 설치로 인한 토사 유출

6 2015.01.0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인근 6.5 26.0 0.4
지하철 공사 터널 막장면의 천단부 풍화토가 용출수

에 의해 자립력 상실

7 2015.08.0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역 3번출구 횡단보도 1

차로(상도동 676-3) 
0.2 0.2 0.5 H파일 미 제거상태에서 주변 다짐 불량으로 도로함몰

8 2015.12.1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303-1번지 20.0 1.0 0.1 인근 생활시설 신축부지 굴착에 따른 도로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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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반굴착 공사현장의 주의와 함께 공사장 인근의 상하

수도 등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공사 중 관로

파열로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수압이 증가되거나 배면 토

사가 유출되어 붕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반굴착 계획단계에서 굴착깊이를 결정할 경우 토압이

론을 고려하여 구조설계를 실시하나 시공시 단계별로 과

다굴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대심도, 대규모 지

반굴착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과다굴착으로 인한 붕괴 위

험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 안전한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공단계에서 명확한 계측 결과를

근거로 한 굴착이 반드시 필요하고 판단된다. 

2.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지반굴착공사 위험

요소 평가

2.1 지반굴착공사 위험요소 도출

지반함몰 발생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반굴착공사에서

지반함몰 유발 위험요소를 도출하였는데, 표 2는 지반굴착

공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위험요소를 나타

낸 것이다. 

지반굴착공사 설계단계에서는 지반조사, 굴착공법 선정,

구조물 해석, 계측계획 등이 지반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고

려해야할 위험요소로 도출되었고, 시공단계에서는 굴착공

법 시공, 지하수위 변화, 계측 수행, 자연재해, 시공관리 등

이 위험요소로 도출되었다.

2.2 설문조사 수행

지반굴착공사에서의 각 위험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

하고, 도출된 위험요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

지반분야 전문가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림 2는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국내 지반분야 전문가들은 지반굴착공사의 설계단계에

서 정확한 지반조사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라고 응답하

였고, 지반조사 단계에서는 지반종류 및 상태가 가장 중요

한 위험요소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착식 굴착공사 시공

단계에서는 굴착 단계별 보강, 비개착식 굴착공사 시공단

계에서는 지반종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라고 응

답하였다.

3. 카이제곱(X2) 검정을 통한 위험요소 신뢰성 분석

3.1 카이제곱 검정

앞에서 살펴본 설문조사결과는 지반분야 전문가를 대상

으로 하였으나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많이 받게

그림 1. 국내에서 지반굴착공사로 인한 지반함몰 발생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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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반굴착공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a) 설계단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반조사

토질정수 정확한 토질정수 산정

지반종류 및 상태

연약지반

풍화대

파쇄대

석회암 지질

지하수위

유입 가능성

유출 가능성

압밀 가능성

지하수 함량

유속

인접 지장물

인접 거리

지장물 노후상태

지장물 종류

되메움 상태

인접 구조물

인접거리

구조물 노후상태

기초상태(지지력)

반복 동하중 　

굴착공법

선정

굴착 종류
개착

비개착

가시설 선정

차수 유무

적용심도

적용지반

지하수위 상태

설계하중

설계단면

차수공법

종류

적용 시기

지하수위

구조물 규모

적용 지반종류

적용 범위

인접 지장물 유무

지반보강공법

종류

적용 시기

구조물 규모

적용 지반종류

적용 범위

인접 지장물 유무

안전율

발파
진동

범위

구조물 해석

해석 방법 종류 　

해석 단면 가정 　

내진해석 수행 여부 　

토압/수압 산정 　

인접구조물 영향검토 　

해석 정확도 　

계측 계획

계측종류

지하수위

간극수압

침하

수평변위

인접구조물 기울기

인접구조물 균열

토압

계측 적용시기 　

계측 빈도 　

계측 기간 　　

(b) 시공단계

굴착공법

굴착 종류
개착

비개착

가시설 시공

설치 시기

시공자재 

시공 순서 준수

근접 추가하중

가시설 수직도 및 근입상태

부재 이음 및 연결상태

차수성

계측관리

차수공법

적용시기

시공자재 

시공순서 준수

시공 범위

지하수위 변동

시공 정확도

계측 결과 시공 반영

지반보강공법

적용시기

시공자재 

시공 순서 준수

시공 범위

지하수위 변동

시공 정확도

계측 결과 시공 반영

지하수위 

지하수위 하강 　

지하수위 상승 　

지표수 유입 　

토립자 유출 　

계측수행

계측종류

지하수위

간극수압

침하

수평변위

인접구조물 기울기

인접구조물 균열

토압 및 수압

계측 적용시기 　

계측 빈도 　

계측 기간 　

계측 결과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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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위험요소 설문조사결과가 실제 지반굴착공

사에서의 중요 위험요소를 통계적으로 대변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iller(1983)가 제안한 카이제곱(χ2)을 이

용한 통계적 검정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카이제곱(χ2) 검정

방법은 카이제곱 분포에 기초한 통계적 방법으로 관찰된

빈도가 기대되는 빈도와 의미있게 다른지의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검정방법이다(김석우, 2007). 설문

조사 응답자는 설계사, 시공사, 국가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종사하고 있고, 해당분야의 종사기간은 최소 4년부터 최고

30년 이상까지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종사분야는 도로, 지

하철, 터널, 기초, 터파기, 사면, 항만·운하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 응답자의 직업군, 업무종사기간, 업무

현장종류 등과 설문조사결과가 유의한 수준인지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였다(박진근, 2002a).

표 3은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에 요구되는 자료구조(r×c

분할표)이다. 표 3에서 Ai(i = 1,2,...r)와 Bi(i = 1,2,...c)는 각

각 두 범주형 변수 A와 B의 범주(category)를 나타낸다.

표 3의 분할표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개의 범주형 변수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에 대한 검정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수

행된다. 먼저 독립성 검정에 대한 가설은 다음 식 (1)과 같

이 표현된다.

 vs  (i = 1,2,..., r, j = 1,2,..., c) (1)

여기서 p
ij
는 (i, j)번째 칸에 속할 확률, p

i·
는 i행에 속할 확률,

p·i는 j열에 속할 확률이다. 위의 가설에 대한 검정통계량과

검정통계량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즉, 귀무가설

(박진근, 2002b) 하에서 다음 식 (2)가 성립된다. 

 (2)

H
0
:pij pi .p. j= H

1
:pij pi .p. j≠

χ
2 Oij Êij–( )

Êij

---------------------
j 1=

c

∑
i 1=

r

∑ χ
2

r 1–( ) c 1–( )( )∼=

자연재해

폭우/홍수

지하수위 상승

토사유실

우수 유입

가시설 균열 및 파손

지반보강재 파손

차수재 파손

지진

지반균열 및 파괴

가시설 파손

지반보강재 파손

차수재 파손

시공관리

안전교육 　

현장점검 　

법적규제 　

그림 2. 위험요소 중요도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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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 α의 검정법으로 χ2
≧χ

α

2 (r-1) (c-1))이면 H
0
 기각

한다. 식 (2)에서 E
ij
는 귀무가설 하에서 (i, j)번째 칸의 기대

빈도의 추정값으로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 (3)

여기서 , 이다.

3.2 위험요소 설문조사결과 통계 검정

표 4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직업군, 업무종사시간, 업무

현장종류의 응답자 통계를 나타낸 것이고, 표 5는 위험요

소 중요도의 설문결과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검정 결과에 대한 해석은 유의수준 5%를 기준

으로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설문조사결과 중 굴착공법 선정시

가장 중요한 항목, 계측항목 선정시 가장 중요한 항목, 지

반보강공법 적용시 가장 중요한 항목에 대해 직업군 간의

응답결과가 유의수준 2.2∼4.5%로 가장 유의한 응답 차이

를 보였다. 그리고 설문조사결과 중 계측항목 선정시 가장

중요한 항목, 차수공법 적용시 가장 중요한 항목, 지하수위

변화 중 가장 중요한 항목, 지진발생시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항목에 대해 업무종사기간 간의 응답결과가 유의수

준 0.1∼4.9%로 가장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였다. 반면, 업

무종사 현장종류 간에는 모든 설문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반굴착공사로 인해 발생된 지반함몰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반굴착공사에서의 위험요

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의 중요도를 평가

하였고, 통계학적 검정 방법을 통해 설문조사결과가 응답

자의 직업군, 업무종사기간, 업무현장종류 등과 유의한 수

준인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착식 및 비개착식 지반굴착공사로 인해 발생된 지반

침몰 발생사례 117건을 조사하고, 지반함몰 발생 원인을

평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지반조사의 불충분 또는

정확한 지반정수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가시설 보조공

Êij n p̂
ij

× n p̂
i .

× p̂
.j

= =

p̂
i .

ni.

n..

-----= p̂. j

n.j

n..

-----=

표 3.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에 요구되는 자료구조

                           B
   A

B
1

B
2

... B
c 합계

A
1

n
11

n
12

... n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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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
2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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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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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n.1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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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설문조사 응답자의 직업군, 업무종사기간, 업무현장종류의 통계

직업군 설계사 시공사 학교 연구기관 계

응답자 수 29 29 20 73 151

업무종사기간 5년 미만 5년∼9년 10년∼19년 20년 이상 계

응답자 수 29 31 42 33 135

업무현장종류 도로 지하철 터널 기초 터파기 사면 항만·운하 계

응답자 수 43 27 44 54 55 61 7 291

표 5. 위험요소 중요도의 설문결과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설문내용

직업군 업무종사기간 현장종류

χ
2 통계량 자유도

p-값

(유의확롤)
χ

2 통계량 자유도
p-값

(유의확롤)
χ

2 통계량 자유도
p-값

(유의확롤)

굴착공법 선정시 가장 중요한 항목 23.60 12 0.023 17.41 12 0.135 26.54 24 0.327

계측항목 선정시 가장 중요한 항목 27.91 15 0.022 25.04 15 0.049 18.93 30 0.941

차수공법 적용시 가장 중요한 항목 17.46 15 0.292 32.26 15 0.006 11.35 30 0.999

지반보강공법 적용시 가장 중요한 항목 25.40 15 0.045 20.66 15 0.148 15.60 30 0.986

지하수위 변화 중 가장 중요한 항목 11.05 9 0.272 27.84 9 0.001 17.65 18 0.479

지진발생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 4.76 9 0.855 17.26 9 0.045 11.16 18 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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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조체의 결함, 설계 단계에서의 결함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굴착바닥면 안정을 위해 보일링 및 히빙에 대한 대처

가 미흡하였거나 공사현장 인근 상하수도 등의 위치를 제

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공사 중 관로 파열로 다량의 물이 유

입되고, 수압이 증가되거나 배면 토사가 유출되어 붕괴사

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공시 과

다굴착도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반함몰 발생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반굴착공사에서

지반함몰 유발 위험요소를 도출하였는데, 지반굴착공사

설계단계에서는 지반조사, 굴착공법 선정, 구조물 해석, 계

측계획 등이 지반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위험

요소로 도출되었고, 시공단계에서는 굴착공법 시공, 지하

수위 변화, 계측 수행, 자연재해, 시공관리 등이 위험요소로

도출되었다.

지반굴착공사로 인한 지반함몰 발생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위험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고, 도출된 위

험요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면조사결과 국내 지반분야 전

문가들은 지반굴착공사의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지반조사’

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라고 응답하였고, 지반조사 단계

에서는 ‘지반종류 및 상태’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착식 굴착공사 시공단계에서는 ‘굴착

단계별 보강’, 비개착식 굴착공사 시공단계에서는 ‘지반종

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라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직업군, 업무종사기간, 업무현장종류

등과 설문조사결과가 유의한 수준인지에 대해 카이제곱

(χ2) 검정을 수행하였는데, 설문조사결과 중 굴착공법 선정시

가장 중요한 항목, 계측항목 선정시 가장 중요한 항목, 지

반보강공법 적용시 가장 중요한 항목에 대해 직업군 간의

응답결과가 유의수준 2.2∼4.5%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

였다. 그리고 설문조사결과 중 계측항목 선정시 가장 중요한

항목, 차수공법 적용시 가장 중요한 항목, 지하수위 변화 중

가장 중요한 항목, 지진발생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업무종사기간 간의 응답결과가 유의수준 0.1∼4.9%

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였다. 반면, 업무종사 현장종류 간

에는 모든 설문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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