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 Security

Vol. 11, No. 2, December 2018, pp 17~28

https://doi.org/10.21729/ksds.2018.11.2.17

ISSN 2466-1147 (Print)

ISSN 2508-285X (Online)
www.dssms.org

지반굴착에 따른 지반 안정성 평가 시 지하시설물이 지하수흐름에 미치는 

영향 분석

Effect of Underground Building for the Groundwater flow in the Ground 
Excavation

차장환*·이재영**·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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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반굴착 시 굴착구간 주변의 지하시설물이 지하수 흐름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시

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 지하수 동수구배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기반으로 굴착 단계별 지하시설물의 영향을 지하수 수위

변화와 지하수 유출량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두차와 수두구배가 크게 발생

하며 이격거리가 짧을수록 큰 수두차와 수두구배를 보인다. 모델영역의 지하수 수두구배에 따른 영향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나리오에 대한 지하수 유출량 분석 결과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증가하거나 이격거리가 짧을수록 지하수 유

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지반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동특성 분석에 있어 주변에 존재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영향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3차원 지하수 유동해석, 지반굴착, 지하시설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nderground facilities around excavation zone on groundwa-

ter flow characteristics during excavation. The scenarios were constructed considering the size of the underground facility,

the separation distance, and the hydraulic gradient. As a result, as the size of the underground facility increases, the difference of

head and the hydraulic gradient become large. The shorter the separation distance of underground facility is, the more the difference of

head and the hydraulic gradient occur. The effect of hydraulic gradient on model area was relatively small. As a result of analysis of

groundwater flow rate for the scenario, groundwater flow rate tends to decrease as the size of underground facility increases or

groundwater flow rate tends to decrease as the separation distance decreas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 of underground

facilities on the groundwater flow analysis in the ground excavation. 

KEYWORDS Three dimensional groudwater flow model, Ground excavation, Underground facilities

1. 서 론

현재 도심지의 인구집중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굴착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심지 대규모 굴착공사는

기존의 지하시설물에 인접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

생한다. 또한, 굴착규모와 굴착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지하

구조물 또한 대형화 추세로 인해 지하수위 변동에 의한 영

향이 심화되고 있어 지하수 수위 변동과 연계된 지반 안정

성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집중호우나 지반굴착에 의해 미

고결퇴적층이 반복적으로 포화-불포화 상태로 변화함에 따라

지반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최근『지하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지승 외(2015)는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가 구

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

숙자와 정관수(2018)은 실험적 연구를 통해 지하수위 저하가

지반함몰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송주상 외(2018)는

모형실험을 통해 지반침하 및 지반 수평변위 등을 분석하

여 지하수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공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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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은 석회암지역에 분포한 공동에 대한 지반공학적 조

사를 실시하고 공동의 형상과 지하수 조건에 대하여 지반

침하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수치해석을 통해 지반침하를 일

으키는 주요인은 지하수위의 하강으로 예측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지반굴착에 따른 지반 안정성 검토에 있어 지하수위 변

화 및 지하수 유출량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이는 굴착

구간과 주변의 지하수 흐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지하수 흐름 특성(수위변화, 유동방향 등)을 파

악해야 한다. 특히, 지반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동 특성은 굴

착지반 주변에 존재하는 강, 호소 등 일정수두경계 또는 지

하시설물(underground facilities), 지하 벽체(underground barrier)

등 불투수경계(지하시설물 등 차수벽체)에 의한 영향을 고

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반굴착 시

굴착구간 주변의 지하시설물이 지하수 유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 모

델영역의 지하수 동수구배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

하였다. 또한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굴착 단계별 지하시

설물의 영향을 지하수 수위변화와 지하수 유출량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2. 모델 설정 및 시나리오 구축

본 연구는 지반굴착에 따른 지반 안정성 검토 시 고려사

항인 지하수 흐름 분석에 있어 굴착구간 주변의 지하시설

물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수해석용 상용프로그

램인 Visual MODFLOW ver. 4.6 (Waterloo hydrogeologic사)을

이용하였다. MODFLOW는 다공질 포화매질을 대상으로

하는 유한차분법의 3차원 지하수유동 모델로 모델영역을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며 모델영역 내에서 수리적 특성과 모델

경계를 쉽게 지정할 수 있다. 또한, RCH(Recharge), DRN(Drain),

RIV(River), GHB(General-Head Boundary), CHD(Time-Variant

Constant Head), HFB6(Horizontal Flow Barrier), OBS(Observation)

등 다양한 패키지(package)를 활용하여 지하수시스템을 적

용하는데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모델영역은 1,000 m×1,000 m×50 m이며 지

층은 미고결층(unconsolidated deposit; 충적층)과 암반층으로

구분하여 두께 10 m인 5개의 층으로 설정하였다(Fig. 1a).

또한, 굴착구간은 50 m × 50 m로 설정하였다. 격자망은 437

행 437열 5층으로 구성하였으며 굴착구간은 1 m × 1 m의

세격자로 설정하였으며 점차 격자 간격을 증가시켜 외곽의 경

우 5 m × 5 m로 격자(grid)를 구성하였다. 모델에 대한 경계

조건은 일정수두경계(constant head B·C)과 벽체경계(Wall B·C),

배수경계(drain B·C)로 설정하였다. 일정수두경계는 전체

모델영역에 대한 지하수 흐름을 고려하여 모델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49, 39 m의 지하수위를 적용하여 북쪽에서 남

쪽으로 지하수 흐름을 주었으며 모사영역의 동쪽과 서쪽은

무흐름(no-flow) 경계로 설정하였다. 기존 지하시설물의 경우

벽체경계(Wall B·C)로 설정하였으며 암반층까지 설치된 것을

가정하였으며 벽체의 투수계수는 1.0 × 10-6 cm/sec을 적용

하였다. 또한, 굴착구간은 굴착단계에 따라 배수경계를 설정

하였으며 전도계수는 충적대수층의 수리전도도를 적용하였

고 굴착심도를 고려하여 고정수두로 설정하였다(Fig. 1b).

Table 1은 모델에 사용된 입력변수를 나타낸 것으로 수리

전도도는 우리나라의 국가지하수관측망(National Groundwater

Monitoring Wells)을 대상으로 분석한 충적대수층(1.46 × 10-3

cm/sec)과 암반대수층(8.80 × 10-5 cm/sec)의 결과값을 적용

하였으며 비산출률, 비저류계수, 유효공극률은 문헌값을

활용하였다(전선금 외, 2005; Domenico, 1972; Morris and

Johnson, 1967). Table 2는 굴착공사에 따른 단계별 굴착심도

및 소요시간 등을 나타낸 것으로 1단계(1st step) 굴착의 경우

굴착심도는 GL. -10 m(EL. 40 m)이며 소요시간은 30일로

설정하였다. 굴착공사는 각 단계별로 10 m 깊이를 30일씩

굴착하는 것으로 총 30 m 깊이를 90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지반굴착에 따른 지반 안정성 평가 시 고려사항인 지하수

유동 특성은 굴착구간 주변의 존재하는 지하시설물의 규모

Fig. 1. Model grid domain and geology, boundary conditions; (a) 3D model domain and (b) vertical cross-section of mode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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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이격거리(separation distance), 수두구배(hydraulic gradient),

흐름방향(flow direction)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

서는 굴착구간 주변에 존재하는 지하시설물의 규모와 이격

거리, 수두구배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각 시나리오에 대한 지하수 수위변화 및 지

하수 유출량을 분석하였다. 시나리오는 주변에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지하시설물이 굴착구간으로부터 각

각 25, 50, 75, 100 m 이격되어 있을 때, 규모는 폭이 10 m인

지하시설물의 길이(너비)가 각각 25, 50, 75, 100, 150 m인

경우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Fig. 2). Table 3은 지하시설물의

Table 1. Aquifer parameters

Geology Layer
Hydraulic conductivity

(K, cm/sec)

Specific storativity

(SS, 1/m)

Specific yield

(Sy, [ ])

Effective porosity

(ne, [ ])

Unconsolidated deposits 1, 2, 3 1.46×10-3 3.20×10-4 0.20 0.25

Rock 4, 5 8.80×10-5 1.00×10-6 0.04 0.08

Table 2. The ground excavation schedules

Step Excavation depth (EL. m) Excavation depth (GL. m)  Lead time (day) Accumulation time (day)

1st step 40 10 30 30

2nd step 30 10 30 60

3rd step 20 10 30 90

Fig. 2. Excavation simulations according to the scenario of underground facilities (or barrier) locations; (a) separation distances

and (b) barrier sizes.

Table 3. The scenario list according to separation distance and barrier (or facilities) size, hydraulic gradient

Name
Separation distance

(m)

Barrier size

(m)

Hydraulic gradient

(dh/L)
Name

Separation distance

(m)

Barrier size

(m)

Hydraulic gradient

(dh/L)

G 1 0 0 0.010 Case 3-3 75 75 0.010

Case 1-1 25 50 0.010 Case 3-4 100 75 0.010

Case 1-2 50 50 0.010 Case 4-1 25 100 0.010

Case 1-3 75 50 0.010 Case 4-2 50 100 0.010

Case 1-4 100 50 0.010 Case 4-3 75 100 0.010

Case 2-1 25 25 0.010 Case 4-4 100 100 0.010

Case 2-2 50 25 0.010 Case 5-1 25 150 0.010

Case 2-3 75 25 0.010 Case 5-2 50 150 0.010

Case 2-4 100 25 0.010 Case 5-3 75 150 0.010

Case 3-1 25 75 0.010 Case 5-4 100 150 0.010

Case 3-2 50 7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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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와 규모에 따른 시나리오 목록을 나타낸 것으로

수두구배가 0.01인 경우 21개이다. 또한 수두구배는 각각

0.005, 0.010, 0.015인 경우에 대해 총 63가지로 구성하였다.

3. 해석결과 분석

지반굴착 시 굴착구간 주변에 존재하는 지하시설물이 지

하수 유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시설

물의 규모 및 이격거리, 수두구배 등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3은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General 1)를

대상으로 지하수 수위분포 및 유동방향을 나타낸 것으로

모델 중앙의 회색구간은 굴착구간을 의미한다. 또한, (a),

(b), (c)는 평면도를 나타낸 것이며 (d), (e), (f)는 수직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a), (d)는 1단계 굴착으로 30일 경과 후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인 지하수위는 39.0∼49.0 m

의 분포를 보이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하수의 흐름이 발

생하였다. 굴착구간의 경우 지하수위 강하는 4.5 m 발생하

였으며 영향반경은 50.9 m(북쪽, 수위강하량 1.0 m 기준)로

나타났다. Fig. 3(b), (e)는 2단계 굴착(60일 경과)으로 전체

적인 지하수위는 30.0∼49.0 m의 분포를 보이며 굴착구간

으로 지하수 흐름이 발생하였다. 굴착구간에서 지하수위는

14.5 m 강하하였으며 영향반경은 124.4 m(북쪽, 수위강하량

1.0 m 기준)로 나타났다. Fig. 3(c), (f)는 3단계 굴착(90일 경과)

Fig. 3. A distribution of groundwater level for a general 1; (a), (d) 1st step (30day) and (b), (e)  2nd step (60day), (c), (d)  3rd

step (90day).

Fig. 4. A distribution of groundwater level for a Case 1-2; (a), (d) 1st step (30day) and (b), (e)  2nd step (60day), (c), (d)  3rd

step (90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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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체적인 지하수위는 20.0∼49.0 m의 분포를 보이며

굴착구간으로 지하수 흐름이 나타났다. 굴착구간에서 지하

수위는 24.5 m 강하하였으며 영향반경은 170.9 m(북쪽, 수

위강하량 1.0 m 기준)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시설물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지하수 강하구역은 굴착구간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나타났다. 

Fig. 4은 굴착구간과 50 m 이격된 거리에 존재하는 지하

시설물(barrier)이 50 m 규모(폭 10 m)인 시나리오(Case 1-2)의

모사결과로 지하수 수위분포 및 유동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Fig. 4(a), (d)는 1단계 굴착으로 30일 경과 후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인 지하수위는 39.0∼49.0 m의 분포를 보이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하수의 흐름이 발생하였다. 굴착구간의

경우 지하수위 강하는 4.5 m 발생하였으며 영향반경은 60.0 m

(북쪽, 수위강하량 1.0 m 기준)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수위

강하 형태는 말발굽 형태를 보이며 지하시설물의 좌우에서

영향반경이 약 69.7 m로 크게 나타났다. Fig. 4(b), (e)는 2단

계 굴착(60일 경과)으로 전체적인 지하수위는 30.0∼49.0 m

의 분포를 보이며 굴착구간으로 지하수 흐름이 발생하였다.

굴착구간에서 지하수위는 14.5 m 강하 하였으며 영향반경은

103.7 m(북쪽, 수위강하량 1.0 m 기준)로 나타났다. 또한, 지

하수위 강하 형태는 말발굽 형태를 보이며 지하시설물의

좌우에서 영향반경이 약 105.5 m로 나타났다. Fig. 4(c), (f)는

3단계 굴착(90일 경과)으로 전체적인 지하수위는 20.0∼49.0 m

의 분포를 보이며 굴착구간으로 지하수 흐름이 발생하였다.

굴착구간에서 지하수위는 24.5 m 강하 하였으며 영향반경은

156.8 m(북쪽, 수위강하량 1.0 m 기준)로 나타났다. 지하시

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지하수 흐름은 지하시설물을 우회하여

나타났으며 수직단면에서는 지하시설물에 의해 수두차가

General 1 보다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는 굴착구간 주변에 지하시설물의 존재 여부에 따른

시니라오(General 1, Case 1-2, Case 1-4, Case 4-2)에 대한 모

사결과로 3단계 굴착 시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방향을 나타

낸 것이다. Fig. 7(a)는 지하시설물(barrier)과의 이격거리(0, 50,

100 m)에 따른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지하시설물의 규모

(50 m)가 동일한 경우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지하수 영향

반경은 작게 나타나지만 지하시설물 사이의 수두차는 크게

발생한다. Fig. 5(b)는 지하시설물(barrier)의 규모(0, 50, 100 m)

에 따른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지하시설물의 이격거리가

동일한 경우(50 m) 규모가 클수록 지하수 영향 반경은 작게

나타난다. 또한 지하수 흐름은 지하시설물을 우회하여 발

생하며 지하시설물 사이의 수두차는 크게 발생한다. 

Fig. 6은 지하시설물의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별 굴착단계에

따른 지하수 유동 해석결과로 수두차 및 수두구배(i=Δh/

ΔL), 수두구배 비(icase/igen.)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에 활용된

지하수 수위는 지하시설물의 북쪽과 남쪽 각각 1.5 m 이격

거리에 위치한 관측정에서 계산된 값을 이용하였다. Fig.

6(a), (d)는 각각 이격거리가 50, 100 m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규모에 따른 지하시설물 사이의 수두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격거리가 50 m인 경우 지하시설물 규모에 따른 수두차는

1단계 굴착(30일 경과)에서 0.36∼1.23 m이며 2단계 굴착

(60일 경과)의 경우 1.00∼3.32 m, 3단계 굴착(90일 경과) 시

1.53∼4.98 m의 수두차를 보인다. 이격거리가 100 m인 경우

지하시설물 규모에 따른 수두차는 1단계 굴착에서 0.22∼

0.77 m이며 2단계 굴착의 경우 0.47∼1.68 m, 3단계 굴착 시

0.67∼2.51 m의 수두차를 보인다. 또한 지하시설물의 규모

가 증가할수록 수두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격거리가 짧을수록 지하시설물 사이의 수두차가 크게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b), (e)는 50, 100 m의 이격

Fig. 5. A comparison of groundwater distribution according to a scenario for a 3rd steps; (a) separation distance effect (General

1 and Case 1-2, Case 1-4) and (b) barrier size effect (General 1 and Case 1-2, Cas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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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대한 지하시설물의 규모에 따른 지하시설물 사이의

수두구배를 나타낸 것이다. 이격거리가 50 m인 경우 지하

시설물 규모에 따른 수두구배는 1단계, 2단계, 3단계 굴착

시 각각 0.028∼0.094, 0.078∼0.255, 0.117∼0.383으로 나타

났다. 100 m 이격거리인 경우 지하시설물 규모에 따른 수두

구배는 각각 0.017∼0.060, 0.036∼0.130, 0.052∼0.193으로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두구배가 크게 발생한다.

Fig. 6(c), (f)는 지하시설물의 규모에 따른 지하시설물 사이의

수두구배를 지하시설물이 없는 경우(General 1)로 나눈 비

(icase/igen.)를 나타낸 것으로 50 m 이격거리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규모별 수두구배 비는 1단계, 2단계, 3단계 굴착 시 각

각 1.548∼3.398, 1.534∼3.291, 0.1.522∼3.265로 나타났다.

이격거리 100 m인 경우 지하시설물 규모에 따른 수두구배

비는 각각 1.546∼3.596, 1.541∼3.594, 1.545∼3.726으로 지

하시설물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두구배 비는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클수록 지하시

설물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지하시설물의 이격거리에 대한 시나리오별 굴착

단계에 따른 해석결과로 수두차 및 수두구배, 수두구배 비를

나타낸 것이다. Fig. 7(a), (d)는 각각 규모가 50, 100 m인 지

하시설물에 대한 이격거리에 따른 지하시설물 사이의 수두

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격거리가 50 m인 경우 이격거리에

따른 수두차는 1단계, 2단계, 3단계 굴착 시 각각 0.462∼

1.049, 1.001∼3.329, 1.450∼5.345로 나타났으며 이격거리가

100 m인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굴착 시 각각 0.662∼1.402,

1.434∼4.309, 2.109∼6.799의 값을 보인다. Fig. 7(b), (e)는

각각 규모가 50, 100 m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이격거리에 따른

지하시설물 사이의 수두구배를 나타낸 것으로 이격거리가

50 m인 경우 이격거리에 따른 굴착단계별 수두구배는 각각

0.036∼0.081, 0.077∼0.256, 0.112∼0.411로 나타났으며 이

격거리가 100 m인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굴착 시 각각

0.051∼0.108, 0.110∼0.331, 0.162∼0.523의 값을 보인다. 이와

같이 이격거리가 증가할수록 수두차와 수두구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굴착심도가 깊을수록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Fig. 7(c), (f)는 각각 규모가 50, 100 m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이격거리에 따른 지하시설물 사이의 수두구배비를 나타낸

것으로 이격거리가 50 m인 경우 이격거리에 따른 굴착단계

별 수두구배 비는 각각 2.125∼2.149, 2.034∼2.137, 1.944∼

2.155로 나타났으며 이격거리가 100 m인 경우 각각 2.841∼

3.077, 2.633∼3.062, 2.472∼3.135의 값을 보인다. 수두구배

비는 이격거리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격

거리가 짧은 경우 단계별 수두구배 비는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이격거리가 짧을수록 지하시설물의 영향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은 지하시설물의 이격거리와 규모가 일정할 때(50,

100 m) 모델영역의 지하수 수두구배에 따른 굴착단계별

Fig. 6. The results of simulation according to a scenario for a barrier sizes; (a), (d) difference of head and (b), (e) hydraulic

gradient, (c), (d) hydraulic gradien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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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results of simulation according to a scenario for a separation distances; (a), (d) difference of head and (b), (e)

hydraulic gradient, (c), (d) hydraulic gradient ratio.

Fig. 8. The result of simulation according to a scenario for a hydraulic gradient (dh/L) of model; (a), (d) difference of head and

(b), (e) hydraulic gradient, (c), (f) hydraulic gradien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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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로 수두차 및 수두구배, 수두구배 비를 나타낸 것

이다. Fig. 8(a), (b), (c)는 각각 규모와 이격거리가 50, 50 m

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하수 수두구배에 따른 지하시설

물 사이의 수두차 및 수두구배, 수두구배 비를 나타낸 것으

로 지하수 수두구배에 따른 굴착단계 별 수두차는 각각

0.663∼0.911, 2.012∼2.265, 3.068∼3.296이다. 수두구배는

각각 0.051∼0.070, 0.155∼0.174, 0.236∼0.254이며 수두구배

비는 각각 2.137∼2.142, 2.104∼2.107, 2.072∼2.085의 값을 보

인다. Fig. 8(d), (e), (f)는 각각 규모와 이격거리가 100, 100

m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하수 수두구배에 따른 지하시설물

사이의 수두차 및 수두구배, 수두구배 비를 나타낸 것으로

지하수 수두구배에 따른 굴착단계 별 수두차는 각각 0.739

∼0.780, 1.500∼1.551, 2.113∼2.166이다. 수두구배는 각각

0.057∼0.060, 0.115∼0.119, 0.163∼0.167이며 수두구배 비

는 각각 3.503∼3.511, 3.235∼3.256, 3.167∼3.181의 값을

갖는다. 모델영역의 지하수 수두구배에 따른 지하시설물

의 이격거리 및 규모의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9는 시나리오에 대한 굴착단계별 지하시설물의 이격

거리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 산정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Fig.

9(a), (b), (c)는 지하수의 일 유출량이며 Fig. 9(d), (e), (f)는

지하시설물이 존재할 때의 지하수 유출량과 존재하지 않는

경우(General 1)의 지하수 유출량 비(Qcase/Qgen., ％)로 나타낸

것이다. Fig. 9(a)는 1단계 굴착 시 이격거리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으로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25 m인 경우 162.3∼

165.1 m3/day이며, 규모 50 m이 경우 157.9∼164.9 m3/day이다.

또한, 규모 75, 100 m 규모의 지하수 유출량은 각각 153.4∼

164.6 m3/day, 150.2∼164.3 m3/day이며 규모 150 m에서는

146.3∼163.8 m3/day의 값을 갖는다. Fig. 9(b)는 2단계 굴착

시 이격거리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으로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25 m인 경우 512.7∼521.8 m3/day이며, 규모 50 m이 경우

498.6∼520.8 m3/day이다. 또한, 규모 75, 100 m 규모의 지하

수 유출량은 각각 483.9∼519.6 m3/day, 473.3∼518.4 m3/day

이며 규모 150 m에서는 459.9∼516.2 m3/day의 값을 갖는다.

Fig. 9(c)는 3단계 굴착 시 이격거리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으로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25 m인 경우 626.0∼637.3 m3/day이며,

규모 50 m이 경우 607.5∼635.5 m3/day이다. 또한, 규모 75,

100 m 규모의 지하수 유출량은 각각 587.3∼633.1 m3/day,

571.9∼630.8 m3/day이며 규모 150 m에서는 550.7∼626.4 m3/

day의 값을 갖는다. Fig. 9(d)는 1단계 굴착 시 이격거리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 비로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25 m인 경

우 98.2∼99.9％이며, 규모 50 m이 경우 95.6∼99.8％이다.

또한, 규모 75, 100 m 규모의 지하수 유출량은 각각 92.8∼

99.6％, 90.9∼99.4％이며 규모 150 m에서는 88.5∼99.1％의

값을 갖는다. Fig. 9(e)는 2단계 굴착 시 이격거리에 따른 지

하수 유출량 비로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25 m인 경우 98.2∼

99.9％이며, 규모 50 m이 경우 95.5∼99.7％이다. 또한, 규모

Fig. 9. The result of groundwater discharge rate and ratio according to a separation distance; (a), (b), (c) discharge rate of daily

and (e), (f), (g) ratio of dischar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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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00 m 규모의 지하수 유출량은 각각 92.6∼99.5％, 90.6

∼99.3％이며 규모 150 m에서는 88.1∼98.8％의 값을 갖는다.

Fig. 9(f)는 3단계 굴착 시 이격거리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

비로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25 m인 경우 98.1∼99.8％이며,

규모 50 m이 경우 95.2∼99.6％이다. 또한, 규모 75, 100 m

규모의 지하수 유출량은 각각 92.0∼99.2％, 89.6∼98.8％이

며 규모 150 m에서는 86.3∼98.1％의 값을 갖는다. 이상에

서와 같이 지하시설물과 이격거리가 짧을수록 지하수 유출

량은 감소하며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클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Fig. 10은 시나리오에 대한 굴착단계별 지하시설물의 규

모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 산정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Fig.

10(a), (b), (c)는 지하수의 일 유출량이며 Fig. 10(d), (e), (f)는

지하시설물이 존재할 때의 지하수 유출량과 존재하지 않는

경우(General 1)의 지하수 유출량 비(Qcase/Qgen., ％)로 나타낸

것이다. 모사결과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클수록, 지하시설

물과 이격거리가 짧을수록 지하수 유출량은 감소하며 지하

수 유출량 비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지하시설물의

이격거리 보다 규모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모사되었다. 

Fig. 11는 시나리오에 대한 굴착단계별 지하시설물의 이

격거리 및 규모와 모델의 지하수 수두구배에 따른 지하수 일

유출량과 지하수 유출량 비를 나타낸 것이다. Fig. 11(a)는

규모 50 m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굴착단계별 이격거리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으로 굴착단계별 유출량은 각각 157.9∼164.9,

498.6∼520.8, 607.5∼635.5 m3/day이다. 또한 이격거리에 따른

유출량 비는 각각 95.6∼99.8％, 95.5∼99.7％, 95.2∼99.6％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50 m인 경우 이격거리

가 25 m에서 약 4%의 유출량 차이를 보였으며 75 m 이상에

서는 약 1% 미만의 유출량 차이를 보였다. Fig. 11(b)는 이격

거리 50 m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굴착단계별 규모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으로 굴착단계별 유출량은 각각 157.6∼164.3,

495.1∼519.1, 593.1∼633.4 m3/day이다. 또한 규모에 따른

유출량 비는 각각 95.3∼99.4％, 94.8∼99.4％, 92.9∼99.2％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시설물의 이격거리가 50 m인 경우 규

모가 증가할수록 약 5∼7%의 유출량 차이를 보였으며 규모가

75 m 이상인 경우 지하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Fig.

11(c)는 이격거리와 규모가 50 m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굴착

단계별 지하수 동수구배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으로 굴착단

계별 유출량은 각각 84.8∼264.1, 454.3∼589.8, 570.1∼695.6

m3/day이다. 또한 지하수 동수구배에 따른 유출량 비는 각

각 97.7∼98.8％, 98.4％, 98.0％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시설

물의 이격거리와 규모가 50 m인 경우 지하수 동수구배

(0.005∼0.015)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은 1% 이내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굴착공사 현장에서 지반굴착에 따른 지

Fig. 10. The result of groundwater discharge rate and ratio according to a barrier size; (a), (b), (c) discharge rate of daily and

(e), (f), (g) ratio of dischar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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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유동 특성(지하수위, 지하수 유출량)을 분석할 경우 주

변에 존재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영향 검토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성한 모델은 굴착구간

주변 지하시설물의 영향 검토의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현장 적용 시 지층의 상태와 지층의 수리상수, 모델영역 내

경계조건, 굴착 심도 및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지반굴착 시 굴착구간 주변의 지하시설물이

지하수 유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있어 지하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 지하수 동수구배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

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굴착 단계별 지하시설물의 영향을

지하수 수위변화와 지하수 유출량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굴착구간 주변에 지하시설물의 존재 여부에 따른 시니라

오(General 1, Case 1-2, Case 1-4, Case 4-2)에 대한 모사결과

지하시설물의 규모(50 m)가 동일한 경우 이격거리가 가까

울수록 지하수 영향 반경은 작게 나타나지만 지하시설물

사이의 수두차는 크게 발생한다. 이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주변의 지하시설물에서 굴착구간에 직각으로 지하시설물의

양쪽에 수압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지하시설

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시설물의 이격거리가 동일한 경우(50 m) 규

모가 클수록 지하수 영향 반경은 작게 나타난다. 또한 지하

수 흐름은 지하시설물을 우회하여 발생하며 지하시설물 사

이의 수두차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굴착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모서리 부분에서 지하수위 차에 의해

지하수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로 인한 세굴현상이 발

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시설물의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른 지하수 유동

해석결과 이격거리가 50 m인 경우 지하시설물 규모에 따른

수두차는 1단계 굴착(30일 경과)에서 0.36∼1.23 m이며 2단

계 굴착(60일 경과)의 경우 1.00∼3.32 m, 3단계 굴착(90일

경과) 시 1.53∼4.98 m의 수두차를 보이며 이격거리가 100 m인

경우 지하시설물 규모에 따른 수두차는 1단계 굴착에서

0.22∼0.77 m이며 2단계 굴착의 경우 0.47∼1.68 m, 3단계

굴착 시 0.67∼2.51 m의 수두차를 갖는다. 또한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두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격거리가 짧을수록 지하시설물 사이의 수두차가 크

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격거리가 50 m인 경우 지

하시설물 규모에 따른 수두구배는 1단계, 2단계, 3단계 굴

착 시 각각 0.028∼0.094, 0.078∼0.255, 0.117∼0.383으로 나

타났다. 100 m 이격거리인 경우 지하시설물 규모에 따른 수

Fig. 11. The result of groundwater discharge rate and ratio according to a scenario; (a), (b), (c) discharge rate of daily and (e),

(f), (g) ratio of dischar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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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구배는 각각 0.017∼0.060, 0.036∼0.130, 0.052∼0.193으

로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두구배가 크게 발생

하였으며 이는 지하시설물의 규모가 클수록 지하시설물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단계

굴착에서 지하시설물 규모(L
size

)와 지하시설물 사이 수두차

(Δh)와의 관계는 이격거리가 50 m인 경우 Δh = 1.51×ln(L
size

)

−2.61로 높은 상관성(R2= 0.99을 보이며 이격거리 100 m인

경우 Δh = 0.82×ln(L
size

)−1.69로 상관성(R2)은 0.99로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이격거리가 짧을수록 지하시설물의 규모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굴착에 따

른 지하수 수위 변화 평가 시 주변 지하시설물의 규모와 이

격거리에 따라 영향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지하시설물의 이격거리와 규모가 일정할 때(50, 50 m) 모

델영역의 지하수 수두구배에 따른 굴착단계별 해석결과 지

하수 수두구배에 따른 굴착단계 별 수두차는 각각 0.663∼

0.911, 2.012∼2.265, 3.068∼3.296이며 수두구배는 각각

0.051∼0.070, 0.155∼0.174, 0.236∼0.254이고 수두구배 비는

각각 2.137∼2.142, 2.104∼2.107, 2.072∼2.085의 값을 갖는다.

지하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가 100, 100 m인 경우 지하수

수두구배에 따른 굴착단계 별 수두차는 각각 0.739∼0.780,

1.500∼1.551, 2.113∼2.166이며 수두구배는 각각 0.057∼

0.060, 0.115∼0.119, 0.163∼0.167이고 수두구배 비는 각각

3.503∼3.511, 3.235∼3.256, 3.167∼3.181로 나타났다. 이는

모델영역의 지하수 수두구배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가 지하

시설물의 이격거리 및 규모의 영향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

된다. 

시나리오에 대한 굴착단계별 지하시설물의 이격거리 및

규모와 모델의 지하수 수두구배에 따른 지하수 일 유출량

과 지하수 유출량 비에 대한 분석 결과 지하시설물의 규모

가 50 m인 경우 굴착단계별 이격거리에 따른 지하수 유출

량은 각각 157.9∼164.9, 498.6∼520.8, 607.5∼635.5 m3/day

이며 유출량 비는 각각 95.6∼99.8％, 95.5∼99.7％, 95.2∼

99.6％로 이격거리가 25 m에서 약 4%의 유출량 차이를 보

였으며 75 m 이상에서는 약 1% 미만의 유출량 차이를 보였다.

이격거리 50 m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굴착단계별 규모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은 각각 157.6∼164.3, 495.1∼519.1, 593.1∼

633.4 m3/day이며 유출량 비는 각각 95.3∼99.4％, 94.8∼99.4％,

92.9∼99.2％로 규모가 증가할수록 약 5∼7%의 유출량 차

이를 보였으며 규모가 75 m 이상인 경우 지하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격거리와 규모가 50 m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굴착단계별 지하수 동수구배에 따른 굴착단계별 유출

량은 각각 84.8∼264.1, 454.3∼589.8, 570.1∼695.6 m3/day

이며 유출량 비는 각각 97.7∼98.8％, 98.4％, 98.0％로 나타

났다. 이는 지하시설물의 이격거리와 규모가 50 m인 경우

지하수 동수구배(0.005∼0.015)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은 1%

이내로 작게 나타났다. 3단계 굴착에서 이격거리(L
dist.)와 지

하수 유출량 비(Qratio)와의 관계는 이격거리가 50, 100 m 일

때 관계식은 각각 Qratio = 3.23 × ln(L
dist.) + 85.0(R2= 0.98)와

Qratio = 6.80 × ln(L
dist.) + 68.0(R2= 0.99)로 이격거리가 멀수

록 유출량의 감소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격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하시설물에 의한 차단 영향보다 굴착

현장 주변으로의 유입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3단계 굴착에서 지하시설물 규모(L
size

)

와 지하수 유출량 비(Qratio)와의 관계는 이격거리가 50 m

일 때 Qratio = 3.50 × ln(L
size

) + 111.1로 시설물의 규모가 증

가함에 따라 유출량 비가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경향(R2=

0.95)을 보였으며 이격거리가 100 m인 경우 Qratio= −0.01 ×

L
size

+ 100.2로 음의 상관성(R2= 0.99)을 갖는다. 이로써 이격

거리가 짧을수록 유출량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지하시설물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나리오를 가정으로 분석한 결과로 실제 현

장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에서 지반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동 특성(지하수위, 지하수

유출량)을 분석할 경우 주변에 존재하는 지하시설물에 대

한 영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성한 모델은 굴착구간 주변 지하시설물의 영향 검토의

필요성을 분석한 것으로 현장 적용 시 지층의 상태와 지층

의 수리상수, 모델영역 내 경계조건, 굴착 심도 및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굴착공

사에 따른 지하수 유동특성 해석에 있어 하천과 같은 일정

수두경계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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