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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지하공동 형성이 지표침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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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derground cavity known as one of the reasons of ground surface settlement is a discontinuous character. 

Therefore, it is limited to analyze with continuum analysis. In this research, The spherical underground cavity affecting the 

ground surface settlement is studied with Discrete Element Method. Ground properties, depth and diameter of the spherical 

underground cavity are chosen as factors of the spherical underground cavity and the effect of the each factor variations on 

the ground surface settlement is analyzed. Relative depth to the diameter of the spherical underground cavity is also studied. 

The result of the research suggests the basis of underground cavity collapse prediction and standard of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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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표침하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진 지하에서 발생되는 공동은 지반의 불연속적 특징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속체해석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침하를 발생시키는 구형지하공동에 대해서 

개별요소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지표침하에 영향을 미치는 구형지하공동의 특성인자로서 지반의 물성치, 구형지하공동의 심도 

및 크기를 선택하였고, 각 특성인자들의 값의 변화가 지표침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지하공동의 직경에 대한 

상대적 깊이와 지표침하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지하공동의 붕괴 예측 및 보강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근간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개별요소법, 입자유동해석, 구형지하공동, 지표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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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표침하는 지반의 압밀침하, 지하수의 영향 및 

지하공동 등 원인이 다양하여 사고 이전에 예측하기

가 어렵고,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도 

크다. 이 중 지하공동은 터널과 같은 지하구조물의 

시공 및 운영과정 중에 영향을 받아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표침하는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여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측이 어렵기 때문

에 대비하기가 어렵고, 일단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규

모도 크다. 특히 터널과 같은 지하구조물의 건설 시 

구조물에 인접한 지하공동은 시공과정 뿐만 아니라 

완공 후 운영 중에도 지반 및 구조물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하공동이 지반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Brady and Brown (1985)는 풍

화지반, 연약지반 또는 기존에 지하공동이 존재하는 

지반에서 함몰형 붕괴를 발생시키는 점진적인 파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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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불안정한 지반에서 지하공동의 

상부에 자체적인 지지력을 발현하는 아치형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면 붕괴가 점진적으로 지표를 향해 발

전한다. 지하공동은 석회암지반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발생되는 석회암공동과 높은 지하수위의 토사지반에

서 과도한 지하수유출에 의해 형성 될 수 있다(Kim 

et al., 2003; Kim and Umm, 2013). Kim and Umm 

(2013)은 지하수유출에 의해 액상화 된 토사가 유출되

고 이로 인해 공동으로 확장되는 사례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지하공동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터널굴착 시 전방지반의 탐사를 수행하는 것을 제안

하였다.

지하공동에 의한 지표침하는 공동의 천정부에서 

시작된 붕괴가 지표면에 도달하면서 발생한다. 붕괴

의 발달과정은 지반조건, 공동의 형태, 지반의 이상대 

등과 관계가 있다(Suchowerska et al., 2012). 그러므

로 위와 같은 지하공동의 특성들이 지반침하에 미치

는 영향과 상호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위험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하공동과 지표침하에 대한 연구는 그 방법에 따

라 경험적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해석적 방법을 통한 

계산 그리고 수치해석모델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기법

으로 분류할 수 있다(Suchowerska et al., 2012). 이들 

중 수치해석기법은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전과 증대된 

접근성 덕분에 쉽게 방대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해지

면서 복잡한 구조체의 해석이 보다 용이해졌고, 이는 

비선형 거동을 보이는 지반의 해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수치해석기법은 유한요소법, 유한차분법 등

과 같이 지반을 연속체로 해석하는 방법과 개별요소

법처럼 불연속체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해석을 위한 기본 이론과 해석 대상이 되는 지반조

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신중한 선택을 

통한 해석이 필요하다(Lee, 2013). 연속체 해석의 경

우 해석에 필요한 지반물성치를 실내 또는 현장시험

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반은 절리 

및 지하공동과 같은 불연속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강도가 큰 암반의 경우 무결한 상태에서 암반이 갖는 

물성치보다 절리 및 공동이 지반의 거동을 좌우하며, 

토사지반에서 국부적으로 발생한 지하공동에 의해 

지반이 함몰되어 지표면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Song and Yoon, 2016). 그러므로 지반에서 지하

공동 주변부의 파괴양상 및 국부적인 파괴를 수치해

석적으로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불연속체의 거동 

특성을 고려 할 수 있는 개별요소법이 보다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구형지하공동의 발달로 인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요소해석 프로그램인 PFC 5.0 

(Itasca, 2015)을 적용하였다. 연속체해석 모델과 달리 

입자들로 구성된 PFC 5.0은 지하공동 주변부에서 발

생하는 지반의 파괴거동과 지표침하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지반물성치, 

구형공동의 크기 및 심도 3가지의 특성인자가 지하공

동에 의한 지표침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구형지하공동과 지

반조건에 따른 지반침하특성 분석을 통해 지하공동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지하공동의 보강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근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석모델의 구축

2.1 미시물성치의 결정

수치해석을 통해 지반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석대상모델의 경계조건 및 지반의 물성치 등을 결

정하여야 한다. 특히, 지반의 물성치는 해석 대상인 

지반 고유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입력값이다. 기

존의 연속체 해석의 경우 실제 실험을 통해 획득한 

결과값을 직접 수치해석 모델에 입력하기 때문에 해

석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Lim et al., 2001; Song 

and Cho, 2006). Lim et al. (2001)은 시추코어를 사용

한 실험값을 유한차분법에 의한 사면안정성 해석에 

사용하였고, Song and Cho (2006)은 설계 지반 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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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D model for Uniaxial Compression Test in PFC 5.0

공간적 분포가 터널 변위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에 실제 터널의 

시공을 위한 지반 조사 자료를 입력헀다. 하지만, 개별

요소법에서 모델을 구성하는 입자와 입자들 간의 결

합 특성을 부여하는 미시물성치는 입자와 입자간 결

합의 물리적 거동특성을 정의하고, 모델의 거시적인 

특성을 좌우하는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결정한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여 입자 및 입자간 결합의 미시

물성치와 탄성계수, 포아송비와 같은 모델의 지반물

성(macro-parameters)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

법을 제안했다(Tanaka et al., 2000; Yoon, 2007). 

Tanaka et al. (2000)는 bar penetration test와 DEM 

해석 값을 비교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였고, Yoon 

(2007)은 Plackett-Burman설계를 사용하여 미시물성

치의 민감한 정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아직까

지 그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동에 의한 지표침하 모델 생성

에 앞서 지반조건 별 미시물성치를 결정하기 위해 

일축압축시험모델을 PFC로 구성했으며, 목표하는 지

반의 탄성계수와 일축압축강도를 만족하는 미시물성

치를 획득하였다. 미시물성치의 결정을 위한 일축압

축시험 모델은 Fig. 1와 같다. 직경 5 cm, 높이 10 cm의 

NX사이즈 원기둥 시편 형태를 입자결합모델로 구성

하고, 시편의 상･하단에 위치한 wall 요소가 시편 중심

부를 향해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면서 시편을 파괴시

점까지 압축하였다. 모델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입도

분포는 직경 4.0～6.0 mm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총 2329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PFC는 입자와 결합들의 응력거동을 보다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 다양한 입자결합 모델을 제시하고 있

다. 이들 중 bonding particle model은 입자들 사이의 

접촉면에 결합력을 부여하여 외력에 대한 입자의 움

직임과 결합의 파괴거동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bonding particle model 중 입자들 간의 

접촉면을 통해 힘뿐만 아니라 모멘트의 전달도 가능

한 linear parallel bond model을 적용하였다. Linear 

parallel bond model을 정의하는 미시물성치는 지반물

성치와 상관관계가 있다(Potyondy and Cundall, 2004). 

본 연구에서는 물성치의 보정과정 시 목표하는 Young’s 

modulus를 획득하기 위해서 입자와 결합의 modulus

를 보정했고, 일축압축강도를 획득하기 위하여 결합

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tensile strength와 cohesion

을 보정하였다.

일축압축시험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지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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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ss-strain curve of weathered soil (b) Stress-strain curves of weathered rock, soft rock and hard rock

Fig. 2. Stress-strain curves for four different types of ground with PFC 5.0

Table 1. Macro-properties of grounds (Cho et al., 2014)

Weathered soil Weathered rock Soft rock Hard rock

Density (kN/m
3
) 1,900 2,000 2,600 2,700

Young’s modulus (KPa) 2.00 × 10
4

2.50 × 10
5

2.80 × 10
6

9.10 × 10
6

UCS (KPa) 6.50 1.25 × 10
4

1.25 ~ 4.00 × 10
4

8.00 ~ 12.00 × 10
4

Table 2. Micro-parameters for PFC 5.0

Micro-parameters Weathered soil Weathered rock Soft rock Hard rock

 Diameter (mm) 4.0 ~ 6.0

 Ball density (kN/m
3
) 1,900 2,000 2,600 2,700




Ball-ball contact modulus (KPa) 1.26 × 10
4

1.35 × 10
5

1.80 × 10
6

5.40 × 10
6






Ball stiffness ratio 2.00 2.00 3.00 3.00






Parallel bond modulus (KPa) 1.26 × 10
4

1.35 × 10
5

1.80 × 10
6

5.40 × 10
6







Parallel bond stiffness ratio 2.00 2.00 3.00 3.00

 Ball friction coefficient 0.5




Tensile strength (KPa) 1.38 3.00 × 10
3

4.50 × 10
3

3.00 × 10
3

 Cohesion (KPa) 2.00 4.50 × 10
3

6.80 × 10
4

5.00 × 10
5

 Friction angle (°) 28 29 30 30

목표 물성치는 Table 1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정

을 수행한 결과 획득한 미시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 

지반의 물성치는 의정부 전력구 Shield TBM 공사 

중 작성된 기술자문 보고서 및 기타 시공보고서에 

기재된 지반물성치를 참고했다(Cho et al., 2014). 모

델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밀도는 지반의 밀도와 동일

하게 설정하였다. Modulus와 Stiffness ratio는 각각 

ball-ball contact와 parallel bond로 나뉘어 입자와 결

합에 대한 미시물성치가 각각 존재하지만, 해석 시 

자유도를 줄이기 위하여 입자와 결합 모두 동일한 

값을 채택하였다(Potyondy and Cundall, 2004). Ball 

friction은 모델의 파괴 이후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본 연구에서는 중간값인 0.5를 입력했다. 

Table 2의 미시물성치를 적용하여 일축압축시험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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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btained Young’s modulus and UCS

Young’s modulus (KPa) UCS (KPa)

Cho et al. (2014) PFC Model Error (%) Cho et al. (2014) PFC Model Error (%)

Weathered soil 2.00 × 10
4

2.10 × 10
4

5 6.50 6.60 1.53

Weathered rock 2.50 × 10
5

2.42 × 10
5

3.2 1.25 × 10
4

1.33 × 10
4

6.4

Soft rock 2.80 × 10
6

2.75 × 10
6

1.79 1.25 ~ 4.00 × 10
4

1.93 × 10
4

0

Hard rock 9.10 × 10
6

8.60 × 10
6

5.49 8.00 ~ 12.00 × 10
4

1.26 × 10
5

5

(a) Geometry and parameters (b) Numerical model simulated with PFC 5.0

Fig. 3. Development of DEM model with PFC 5.0

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Fig. 2와 같은 응력-변형률 

곡선을 획득하였다. Fig. 2의 (a)는 풍화토의 응력-변

형률 곡선이고, (b)는 풍화암, 연암 및 경암의 응력-변

형률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3을 통해 PFC 해석

으로부터 획득한 탄성계수와 일축압축강도는 참고한 

지반물성치와 미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지하공동에 의한 지표침하특성 분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표침하에 영향을 미치는 지

하공동의 특성인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지하공동에 

의한 지표침하의 시작이 되는 공동붕괴의 발달과정은 

지반조건, 공동의 형태, 지반의 이상대 등과 관계가 

있다(Suchowerska et al., 2012; Kwon et al., 1994). 

이를 참고하여 지반물성, 공동의 심도 및 직경 등 

3가지 특성인자를 지표침하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영

향인자로 결정했다. 평형상태의 지반에 지하공동이 

형성되면 지반응력상태에 변화가 발생하고, 이 불균

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응력의 재배열 및 지반의 

변형이 발생하는데 이 변형의 정도는 위의 3가지 영향

인자에 좌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화토, 풍화

암, 연암 그리고 경암의 지반 물성치, 구형지하공동의 

직경 및 심도 3가지 영향인자가 지표침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해

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지반의 종류에 따른 지하공동 주변 지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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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itoring points above center of cavity

Table 4. Comparison Young’s modulus and UCS in two UCS models

Young’s modulus (KPa) UCS (KPa)

UCS test Model
Enlarged UCS 

test Model
Error (%) UCS test Model

Enlarged UCS 

test Model
Error (%)

Weathered soil 2.10 × 10
4

2.34 × 10
4

11.43 6.60 6.89 4.39

Weathered rock 2.42 × 10
5

2.60 × 10
5

7.44 1.33 × 10
4

1.36 × 10
4

2.26

Soft rock 2.75 × 10
6

3.09 × 10
6

12.36 1.93 × 10
4

1.88 × 10
4

2.59

Hard rock 8.60 × 10
6

9.30 × 10
6

8.14 1.26 × 10
5

1.25 × 10
5

0.79

거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풍화토(Weathered soil), 

풍화암(Weathered rock), 연암(Soft rock), 경암(Hard 

rock) 4종류의 지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외의 공동

의 심도 및 직경은 각각 3 m와 5 m로 고정하였다.

지하공동 주변 지반의 거동은 공동의 주변부에서 

시작되어 점차 지표면으로 전파된다. 따라서 공동과 

가까운 지점일수록 변형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동

일 지점에서 측정된 지반변위라 하더라도 공동이 발

생하는 심도에 따라 지표침하특성은 다른 양상을 보

인다. 본 연구에서는 풍화암 지반에서 3 m 직경의 

구형 지하공동에 대하여 지하공동의 심도를 지표면으

로부터 공동상단까지의 거리를 1～10 m 범위에서 

1 m씩 증가시켜가며 지표침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형지하공동의 직경이 클수록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지반교란이 발생되며 점진적으로 전파되

는 지반거동의 변화도 커진다. 따라서, 본 경우에서는 

풍화암 지반에서 5 m 깊이에 위치한 공동의 직경이 

2 m, 3 m, 4 m 및 5 m로 증가함에 따라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침하특성을 분석하였다.

구형지하공동이 존재하는 지반의 지표침하를 분석

하기 위한 해석 모델은 Fig. 3와 같다. Wall 요소로 

둘러싸인 직사각기둥(가로× 세로× 높이, 10 m ×

10 m × 20 m) 내부에 0.4～0.5 m의 균등한 입도분포

를 이루는 입자를 생성하였으며 입자결합모델을 적용

하였다. 총 28,160개의 입자들로 구성된 이 해석모델

은 내부에 구형지하공동 공간만큼의 입자 요소들을 

한 번에 제거하여 지하공동의 형성을 모사하였다. 이

는 터널굴착으로 인해 공동내 지하수가 유출되어 공

동이 형성되는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서다. 개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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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athered soil (b) Weathered rock

(c) Soft rock (d) Hard rock

Fig. 5. Displacement contour in various ground conditions when Z=5 m, D=3 m

법은 다른 수치해석법에 비해 메모리의 소모가 많고 

해석시간도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석목적

에 맞는 효율적인 모델링이 필요하다(Ding et al., 

2014). 일축압축시험 모델과 달리 지반 모델은 그 

크기가 매우 커서, 해석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모델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1/4단면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반 모델이 일축압축시험 모델

과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속도를 고려하여 

지반 모델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를 약 100배 증가시

켰다. 개별요소법에서 입자의 크기는 미시물성치와 

지반물성치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성

입자의 크기가 커졌을 때 지반물성치의 변화를 검토

하기 위해, 0.4～0.5 m 크기의 입자로 구성된 직경 

5m, 높이 10 m의 같은 비율로 커진 시편의 일축압축시

험 모델을 해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커지기 이전의 일축압축시험 모델 해석결과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구형지하공동에 의한 지반거동의 추

세를 분석하기에 무리가 없다 판단하였다. 구형지하

공동에 의한 침하량의 측정은 구형지하공동 중심의 

연직상부와 일치하는 지표면의 지점으로부터 1 m 

간격마다의 측정지점을 설정하였고, Fig. 4와 같다. 

각 측정지점으로부터 반경 20 cm 이내의 입자들의 

평균 침하량을 측정하였다.

3. 해석 결과 분석

3.1 지반조건에 따른 지표침하 특성 분석

풍화토, 풍화암, 연암 그리고 경암 지반, 총 4종류의 

각기 다른 지반에서 직경 3 m, 심도 5 m의 지하공동에 

의한 지표침하 거동 형상은 Fig.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표침하는 넓은 범위에서 얕고 완만한 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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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athered soil (b) Weathered rock, soft rock and hard rock

Fig. 6. Ground surface settlement for various ground conditions when Z=5 m, D=3 m

Table 5. Maximum subsidence at the each ground condition when Z=5 m, D=3 m

Ground Weathered soil Weathered rock Soft rock Hard rock

Max. displacement (mm) －5.78 × 10
2

－7.76 × 10
－2

－7.12 × 10
－3

－2.97 × 10
－3

가 발생하는 트러프(trough)형 침하와 좁은 범위에서 

급격하고 깊은 침하가 발생하는 함몰형 침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풍화토 지반은 지하공동의 상단부에서 

시작된 파괴가 지표면으로 전파되어 입자들의 붕락을 

확인할 수 있는 함몰형 침하가 발생되었다. 하지만 

풍화암, 연암 및 경암은 침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는 트러프형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암반의 공학적 물성이 풍화토 

지반에 비해 더 강하여 교란상태의 지반에서도 아치

형 구조를 형성하며 자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암반의 침하거동은 지반의 물성치보다 절리면의 거동

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는 각 지반물성에 대한 지표침하량을 그래프로 표현

하였다. 모든 지반조건에서 지반변형은 공동의 중심

부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반과 달리, 풍화토는 침하의 

양상이 공동 중심으로부터 2 m 지점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Table 5를 참고하면, 

풍화토 지반의 최대 침하량의 크기 또한 다른 지반보

다 매우 크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풍화토가 

다른 지반과 달리 암이 아닌 매우 약한 흙이고, 구형지

하공동 형성 시 그 상부에 아치형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붕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지하 공동의 심도에 따른 지표특성 분석

지하 공동의 심도차이에 따른 지표침하 거동의 변

화를 확인했다. 풍화암 지반에서 직경 3 m 크기의 

지하공동을 지표면으로부터 1 m에서 10 m까지 심도

를 증가시켰을 때의 지반의 거동을 Fig. 7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심도와 관계없이 침하량은 공동의 

주변부, 특히 공동의 천정부에서 최대치를 보이며 공

동에서 멀어질수록 침하량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하공동에 의한 지반의 파괴가 공동 

천정부의 붕괴를 시작으로 지표면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Kim et al., 2004). 하지만 지하공동의 

심도가 깊어질수록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침하량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 주변부에서 발생

되는 파괴현상이 지표면으로 진행되면서 에너지가 

감소되는데, 지하공동의 심도가 깊어질수록 감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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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Z=1 m (b) Z=3 m

(c) Z=5 m (d) Z=10 m

Fig. 7. Displacement contour depending on the depth of cavity in weathered rock when the diameter of cavity is 3 m 

Fig. 8. The effect of depth of cavity on subsidence in weathered rock when the diameter of cavity is 3 m

에너지가 커져서 지표에서 발생하는 침하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표침하량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측정된 지표침하량

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 공동의 

심도가 얕을수록 침하 영향을 받는 지표면의 범위는 

좁고, 최대 침하량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를 통해서도 구형지하공동의 심도가 지표침하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형성되는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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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aximum subsidence at the various depth of cavity in weathered rock when the diameter of cavity is 3 m

Depth (m) 1 2 3 4 5

Max. displacement (mm) －2.03 × 10
－1

－1.34 × 10
－1

－9.68 × 10
－2

－9.99 × 10
－2

－7.76 × 10
－2

Depth (m) 6 7 8 9 10

Max. displacement (mm) －6.45 × 10
－2

－6.93 × 10
－2

－6.42 × 10
－2

－5.82 × 10
－2

－5.32 × 10
－2

(a) D=2 m (b) D=3 m

(c) D=4 m (d) D=5 m

Fig. 9. Displacement contour for various diameters of cavity in weathered rock when the depth of cavity is 5 m

심도가 얕을수록 지표침하의 양상은 함몰형태로 발전

될 가능성이 크다.

3.3 지하공동의 직경에 따른 지표침하특성 분석

지하공동의 크기에 따른 지반의 거동을 확인하고자 

풍화암 지반 내 지표면으로부터 5 m의 직경이 2 m, 

3 m, 4 m 그리고 5 m의 구형공동이 형성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 9는 지하공동의 크기

에 따른 지반거동 특성을 나타낸다. 직경 2 m 수준의 

공동은 지표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침하거동이 미미

한 수준에 그쳤지만, 공동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전반

적으로 지반의 침하량이 증가했으며, 침하영향을 받

는 지표면의 범위 또한 넓어졌다. 이는 Fig. 10의 그래

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직경이 2 m인 경우 

공동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4 m 범위 내에서 침하가 

주로 발생하지만, 직경이 증가할수록 침하의 범위가 

넓어져 직경 5 m의 경우 반경 7 m의 범위까지 그 

영향영역이 넓어진다. 또한 Table 7을 통해 크기가 

큰 공동일수록 지표침하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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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effect of cavity diameter in weathered rock when the depth of cavity is 5 m

Table 7. Maximum subsidence for various cavity diameter in weathered rock when the depth of cavity is 5 m

Diameter (m) 2 3 4 5

Max. displacement (mm) －1.62 × 10
－2

－7.76 × 10
－2

－1.63 × 10
－1

－3.05 × 10
－1

3.4 해석결과 종합 분석

지하공동의 3가지 특성인자들이 각각 독립변수가 

되어 지반거동 및 지표침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형지하공동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는 암반지반보다 풍화토 지반에서 더 큰 함몰형 지반

침하가 발생하였다. 이는 암반지반의 변형계수 및 결

합강도가 풍화토에 비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암

과 경암의 침하량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음을 통해 

암반과 같은 강도가 높은 지반의 침하거동은 지반의 

물성치보다 절리와 같은 불연속면의 영향을 더욱 받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형지하공동의 심도가 깊어

질수록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침하량이 작아지고 트러

프형태를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하공동

이 더 깊은 심도에 위치할수록 지하공동의 붕괴 시 

발생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지반영역을 통하면서 에

너지가 감쇠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형지하공동

의 크기는 공동이 붕괴되는 영역과 비례하기 때문에, 

공동의 크기가 클수록 그 주변 뿐만아니라 지표면에

도 더 큰 침하를 발생시킨다.

이에 그치지 않고 3가지 구형지하공동의 특성인자

를 모두 고려하여 지표침하거동을 분석하였다. 이는 

전방지질탐사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지반의 물성치, 지하공동의 심도 및 크기를 종합

적으로 분석한 뒤 보강의 필요성 및 지하공동 주변부

에서의 구조물 건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4가지의 지반물성(풍화토, 풍화

암, 역암, 경암), 10가지의 지하공동심도(1 m, 2 m, 

…, 9 m, 10 m) 그리고 4가지의 지하공동직경(2 m, 

3 m, 4 m, 5 m)을 모두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고, 발생한 최대 침하량을 획득했다. 이를 지하공동의 

직경에 대한 깊이의 비, ‘깊이(Z)/직경(D)’의 비와 최

대침하량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도표로 표현하여 

분석하였다. Fig. 11, 12는 Z/D비에 따른 최대침하량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를 통해 지반침하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특성인자 중 지반물성이 지표침

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풍화토의 경우 다른 지반과 달리 최대침하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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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x. displacement vs Z/D for weathered soil

Fig. 12. Max. displacement vs Z/D for the rocks

변화정도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하공동이 형성되는 경우 그 상부에 아치형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붕괴되기 때문이다. Z/D비는 모든 

지반에서 최대침하량과 반비례 관계에 놓인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일정비를 경계로 최대침하량이 급격하

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풍화암의 

경우 이상대의 크기(D)가 심도(Z)의 약 25% 이상일 

때 최대침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와 같은 결

과를 바탕으로 터널공사현장에서 전방지질탐사에 의

해 발견되는 이상대 상태의 분석 및 보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터널의 굴진 중, 풍화토의 

경우 발생되는 모든 이상대의 보강이 수행된 후에 

터널굴착이 수행되어야 하며, 풍화암 지반은 구형지

하공동의 크기와 심도의 비를 고려하여 공동의 보강 

유무를 결정지어야 한다. 연암 및 경암 지반은 강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이상대의 보강의 필요성이 적은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구형지하공동에 의한 지표침하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3차원 개별요소법을 적용하여 수치해

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지반물성, 지하공동의 심도 

및 크기를 고려한 지표침하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축압축시험 모델을 통해 지반의 미시물성치를 결정

하여 Young’s modulus 및 일축압축강도를 획득하였

고, 이 값들은 참고한 지반물성치와 차이가 거의 없었

다. 이를 바탕으로 풍화토, 풍화암, 연암 및 경암 4종류

의 지반에서 발생되는 지표침하의 특성에 대해 분석

하였다. 다른 지반에 비하여 탄성계수 및 강도가 낮은 

풍화토는 구형지하공동 주변의 지반이 공동을 유지하

는 지보역할을 하기에 너무 약하여 지하공동의 생성

으로 인해 발생된 응력의 재분배 과정에서 공동의 

주변부에서 아치형의 지지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안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동이 자립하지 못하였다. 

공동의 상단부에서 붕괴가 시작되었고, 지표면까지 

전파되어 함몰형 침하가 발생되었다. 이와 반대로 풍

화암, 연암 그리고 경암과 같은 암반에서는 비교적 

지하공동의 붕괴가 적었고, 지표침하량도 얕고 넓게 

퍼져있는 트러프형 침하가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하공동에 의한 지표침하는 지반

의 강도가 약할수록 좁은 범위에서 더 심한 파괴가 

발생하는 함몰형의 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영향인자로 지하공동의 심도를 고려했다. 

심도가 깊은 지하공동일수록 지표침하특성은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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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얕을수록 영향을 받는 지표의 범위는 좁고 

지반침하량이 큰 함몰형 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하공동의 상단부에서 시작된 붕괴가 

공동주변부에서부터 지표까지 점진적으로 전파되지

만 진행될수록 붕괴의 정도가 저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형지하공동의 직경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동일한 지반에 같은 

심도에서 크기가 다른 구형지하공동이 생성될 때 발

생하는 지표침하는 공동의 직경에 비례하여 침하량이 

증가하고, 영향을 받는 지표면에서의 영역도 넓어졌

다. 지하공동의 크기가 커지면 영향을 받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파괴영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발생되

는 불균형력도 증가하여 지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더 커서 침하량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특성인자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 지반

물성이 지표침하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Z/D

비는 최대침하량과 반비례 관계에 놓인 것을 확인하

였다. 특히 이상대의 크기와 심도의 비가 일정수준 

이상일 때 최대침하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반물성치, 공동의 심도 및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지반침하량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지하공동을 평가하고 지표침하의 정도

를 예측 할 수 있는 근간을 제시하였다. 이는 터널과 

같은 지하구조물의 시공 시 전방지질탐사에 의해 발

견되는 지하공동의 보강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지반침하

의 위험도가 더 큰 풍화토 지반의 탄성계수 및 강도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지반강도가 침하

량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구형지하공동의 심도 및 

크기비 뿐만 아닌 지하공동의 붕괴상태에 따른 점진

적 침하형태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이상대의 안전성 

및 보강유무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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