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oad-subsidence mechanism in unsaturated sandy soils.

METHODS: A series of soil chamber tests were conducted under various conditions.

RESULTS : The cavity-expansion characteristics in unsaturated sandy soils due to seepage were affected by the outlet size, seepage intensity,
relative density, and fine content.

CONCLUSIONS : In unsaturated sandy soils, the cavity-expansion speed was affected by the outlet size, relative density, seepage intensity,
and clay content; however, the cavity-expansion shape was very similar. As the outlet size and seepage intensity increased, the cavity-
expansion speed increased. As the relative density increased, the cavity-expansion speed increased because of a sudden decrease in shear
strength, resulting from the increased saturation (reduction of matric suction). The cavity expanded faster with the increasing clay content, up to
a certain threshold. It expanded at a slower rate once it passed the threshold. Finally, it reached a stable state where the cavity did not expand
due to se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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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함몰은 때로는 인

명피해를 수반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교

통흐름 방해를 초래하는 등 시민안전의 위협 요인이 되

고 있다(서울시, 2015; Kuwano 등, 2006; Kuwano

등, 2009). 도로함몰은 도로하부 토사가 유출됨에 따라

동공이 형성되고 이후 동공이 지표면으로 점차 확장되

어 발생하는 기본적인 매커니즘을 갖는다(권기철 등,

2016; 김연호 등, 2017).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공발생

및 확장에 대한 정확한 매커니즘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

어, 도로함몰의 직접적인 원인인 동공 발생을 근원적으

로 억제하는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권기철 등,

2016; 김 호 등, 2017). 

도로함몰 매커니즘 규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도

로함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로

함몰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즉시적으로 복구가 이

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한 엄 한 원인 분석에

한계점이 있다(Kuwano 등, 2012; Sato 등, 2013;



Hewage 등, 2012). 대부분의 도로함몰 사례조사는 함

몰의 크기 및 발생의 직접적인 추정 원인 정도만 포함하

고 있고 지반조건, 지하수 흐름 특성, 토사유출의 경로

등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도로함몰의 직접적인 원인인 동공은 대부분의 경우

도로 표면으로부터 1.5m 이내에서 발생한다(권기철 등,

2016; 김연호 등, 2017). 이러한 깊이는 도로의 입상보

조기층 또는 노상층에 해당하며, 입상보조기층은 자갈

질 흙이 사용되고 노상토는 대부분 사질토 계열의 토사

가 사용된다(권기철, 2004). 입상보조기층은 기본적으

로 배수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노상층 또한 불포화 상태

를 전제로 설계된다. 도로 포장체에서 노상토의 지나친

함수비 증가는 포장 공용성을 급격하게 저하시키기 때

문에 지하수위가 높은 조건인 경우에는 노상으로 물의

침투를 억제하는 배수설계를 수반한다(AASHTO,

2002). 즉, 도로에서 노상토 층은 불포화 상태에 존재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Kweon, 2004). 결국 도로함몰

에서 동공이 발생하는 입상보조기층과 노상층은 자갈

또는 사질토 지반으로 구성되고 불포화 상태에 존재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함몰 지반의 불포화 조건을 모사

한 2차원 모형토조 시험을 수행하 다. 도로하부 지반

특성을 반 하여 순수한 모래 및 점토를 일부 함유한 사

질토 지반을 시험 대상으로 하 다. 불포화 상태에서 강

우에 의한 포장 하부로 물의 침투를 모사하 으며, 상대

도, 점토 함유량, 침투강도, 유출구 크기 등에 대한

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 다. 

2. 모형토조 시험장치 및 시험절차

도로함몰 특성 평가를 위해 2차원 모형토조시험이 일

반적으로 적용된다(Kuwano 등, 2012). 본 연구에서

적용한 2차원 모형토조 시험장치의 개요는 Fig. 1과 같

이 불포화 상태를 재현할 수 있고, 토조의 크기는 (L×

H×t=600mm×300mm×100mm)이다. 

토조에서 지반 조성은 봉다짐(tamping)을 적용하

으며, 두께 5cm의 층다짐을 적용하여 균질성을 확보하

다. 소형의 토조에 있어서는 경계조건의 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낙사법을 적용하지 않고 봉다짐

(tamping)에 의한 방법이 적용된다(Kuwano 등,

2012). 조성된 지반 상부에는 쇄석층(두께 1.5cm)을 두

어 강우에 의한 침투 모사 과정에서 지표면의 교란을 최

소화하 다.

토조에 지반을 조성한 후, 토조 하부로 물의 유출만

허용한 상태에서 침투유량 250mm를 1시간 동안 재현

하고 17시간 동안 침투시켜 불포화 상태의 초기 지반을

형성하 다. 초기 불포화 상태에서 하부 토사 유출구를

개방하고, 상부에 강우에 의한 침투를 재현하여 불포화

침투 과정에서 동공 확장과 토사유출을 측정하 다. 

3. 시험시료

사질토 시료는 모래와 모래+점토 혼합토를 대상으로

하 다. 모래는 최소 유출구 크기(5mm)에서 입자 막힘

을 방지하기 위해 #4체(4.75mm) 이상이 제거된 모래를

적용하 다. 시험에 적용된 모래는 SP로 분류되며, 기

본적인 물성과 투수계수 및 내부마찰각을 Table 1에 나

타내었다. 모래+점토 혼합토의 점토는 건조한 후 파쇄

하여 #200체를 통과한 세립분 만을 사용하 으며 CL

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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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Soil Chamber 

Table 1. Summary of Properties of Tested Sand

Soil type Gs CC CU emax emin

SP 2.63 1.1 2.1 1.058 0.544

Passing #200 (%) Passing #4 (%) PI (%)

0.6 100 NP

k
(cm/sec)

Dr=60% Dr=70% Dr=80%

1.08×10-2 7.93×10-3 5.11×10-3

Cohesion, c  = 0.0

ø(。)
Dr=55% Dr=70% Dr=80%

39.2 40.0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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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결과 및 분석
4.1. 불포화토 지반의 동공 발생 및 확장 형태

불포화 사질토 지반에서 토사 유출량에 따른 지반 내

부의 동공 발생 및 확장 형태를 Fig. 2와 같이 나타내었

다. 토사 유출의 속도, 즉 동공 발생 및 확장의 속도는

유출구 크기와 상대 도, 그리고 침투유량에 따라서

향을 받았지만, 동공의 발생과 확장 및 함몰의 진행 형

태는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초기 유출이 발생하면서 유출구 상부에 이완 역이

확장되고, 유출구 상부 약 80mm 정도의 위치에 초기동

공이 관할되었다. 초기동공의 크기는 폭 25mm, 높이

10mm 정도로 관찰되었다(초기 동공발생 단계). 지속적

으로 초기 동공 하부와 측면의 토사가 유출되면서 초기

동공 상부의 붕괴와 유출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동공이 지속적으로 상부와 측면으로 확장되

었으며, 유출구에서 약 60。의 각도를 갖고 폭 100mm

정도까지 이완 역이 확장(초기동공 확장 단계)되었다.

측면 방향의 동공 확장이 폭 100mm 정도에서 멈추고,

동공 및 이완 역은 상부로 지속적으로 진행(동공 상부

확장 단계)되어 상부 지표면 가까이 이르게 된다. 동공

하부 이완 역 토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결국에는

상부 지표면 함몰(표면 함몰 단계)로 이어지고 시험을

종료하 다. 

4.2. 함몰에 대한 유출구 크기의 향

Fig. 3은 상대 도 75%의 불포화 모래에서 유출구

크기에 따른 동공 발생 및 확장을 나타낸 것이다. 침투

유량(침투 사이클)이 작은 초기동공발생 단계 이전에서

는 유출구 크기가 클수록 동공발생 및 확장이 느리게 발

생하고, 초기동공확장 단계 이후에는 유출구 크기가 커

질수록 보다 빠른 동공 확장이 발생하고 있다. 

초기동공발생 단계 이전에는 유출구 크기가 작을수록

토사의 유출뿐 아니라 물의 유출 또한 억제된다. 물의

유출이 억제될수록 유출구 주위의 함수비 증가는 급격

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해 전단강도 또한 급격하게 저하

하게 된다. 결국 초기단계에서는 유출구가 작을 수록 전

단강도 감소에 의한 동공의 붕괴₩확장이 빠른 속도로

발생하여 누적유출량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정한 유출이 발생하여 동공이 유출구 상단에 발생

한 이후(초기동공확장 단계 이후)에는 유출구의 크기에

무관하게 침투유량이 자유롭게 유출구를 통해서 빠져나

가게 된다. 이때 유출구 주위로 함몰되는 토사는 유출구

크기가 증가할수록 보다 자유롭게 외부로 빠져 나가게

된다. 결국 유출구 크기가 클수록 토사의 유출과 동공의

확장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4.3. 함몰에 대한 침투유량의 향

Fig. 4는 유출구 크기 10mm, 상대 도 70%인 모래

에서 침투유량 변화에 따른 동공 발생 및 확장을 나타낸

것이다. 침투유량 5mm/hr에서는 토사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동공 발생 및 확장 없이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

고 있다. 침투유량 10mm/hr에서는 초기 동공이 발생하

으나 지속적인 침투 사이클에도 동공의 추가적인 확

장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침투유량

10mm/hr에서는 초기동공발생 단계까지 유출구 주위의

급격한 함수비 증가에 의한 전단강도 감소로 유출이 발

생하지만, 동공이 유출구 상단에 발생한 이후에는 동공

주위 이완 역의 함수비 증가는 일정해지고 동공 상부

의 아칭이 유지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침투유량

15mm/hr 이상에서는 침투 사이클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공이 확장되어 최종적으로 표면 함몰로 진행되었다. 

침투유량이 작을 때는 불포화 상태 모관흡수력에 의

한 토체의 전단강도가 침투력보다 크기 때문에 동공이

Fig. 2 Cavity Expansion and Collapse with Soil Loss

Fig. 3 Typical Relationships between Soil Loss and  

Seepage Cycle with Outlet Size (Dr=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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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초기 동공이 발생한 이후 확장하

지 않고 안정단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침투유

량이 특정 값 이상이 되면 토체의 전단강도보다 침투력

이 커지면서 동공의 붕괴와 토사 유출이 반복적으로 발

생하고, 침투유량이 커질수록 빠른 속도로 동공이 확장

되었다. 

4.4. 함몰에 대한 상대 도의 향

Fig. 5는 유출구 크기 및 침투유량이 동일한 상태에

서 상대 도 변화에 따른 동공 발생 및 확장을 나타낸

것이다. 표면적인 결과만을 놓고 보면, 상대 도가 증가

할수록 동공의 확장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질토는 상대 도가 증가하면 내부마찰각 증가에

의해 전단강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고, 본 시험에 적

용한 모래 또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대 도

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도 증가 요인으로 동공확장 속

도가 감소할 것으로 시험 전에 예상하 으나, 이러한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시험의 오차를

고려해서 재시험을 수행하 으나 이러한 경향은 동일

하게 나타났다.

침투과정에서 동공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토체의 전단

강도와 침투력 중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의 문제다. 전

단강도가 더 크면 동공은 안정하게 되고, 침투력이 더

크면 동공의 상부가 붕괴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Fig. 5의 결과는 침투유량을 동일하게 적용한 조

건이므로 상대 도와 무관하게 침투력은 유사한 조건이

된다. 결국 상대 도가 증가할수록 빠른 동공 확장이 발

생한 것은, 주어진 시험조건에서 상대 도가 증가할수

록 토체의 전단강도가 더 작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포화 상태의 전단강도는 Eq. (1)과 같이 Fredlund

and Mogenstern(1977)이 제안한 모델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Eq. (1)에서 불포화토의 전단강도( )는 점착력( ),

순수직응력( )에 의한 마찰력, 모관흡수력( )

에 의한 마찰력으로 구분된다. 모관흡수력에 따른 강도

의 증분이 모두 점착력 성분으로 반 되는 것으로 고려

하면, Eq. (2)와 같이 겉보기 점착력( , apparent

cohesion)으로 표현된다(Lee, 2004). 

(a) Soil Loss with Seepage Cycle

(b) Seepage Cycle to Collapse

Fig. 4 Soil Loss with Seepage Intensity

(a) Seepage Intensity=15mm/hr

(b) Seepage Intensity=20mm/hr 

Fig. 5 Soil Loss with Relative Dens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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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의 확장 과정에서는 공기에 노출된 자유면을 형

성하여 순수직응력이 작용하지 못하므로 순수직응력에

의한 마찰력( )은 없다. 결국 겉보기 점착

력이 강도의 발현요소가 되는데, 본 시험에서 적용한 모

래의 경우 점착력( )이 없으므로, 겉보기 점착력은 모

관흡수력( )에 의한 마찰력이 좌우하게 된다. 

결국 동공확장 과정에서 불포화 모래의 전단강도는

모관흡수력과 매우 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모관

흡수력은 포화도와 접하게 관련되며 일반적으로 함수

특성곡선(SWCC, soil water characteristics curve)

으로 표현된다. 모관흡수력은 포화도가 증가할수록 감

소하며, 특히 습윤 과정에서 포화도가 80% 이상이 되면

모관흡수력은 매우 작은 값을 갖게 되고, 겉보기 점착력

에 의한 전단강도 또한 급격하게 상실된다(Lee, 2004).

토조에 형성된 모래에서 초기 불포화 상태와 침투 사

이클별 함수비를 측정하여 포화도를 평가하 다. 함수

비는 깊이별 3개소(위, 중간, 아래)와 동일 깊이에서 횡

방향으로 5개소, 총 15곳에서 측정하 다. 토조 상부보

다는 하부로 갈수록 보다 큰 함수비가 측정되었고, 동일

한 깊이에서는 함수비 변화가 크지 않았다. 포화도는 동

공 발생 및 확장과 접하게 관련된 토조 하부 및 중앙

부분의 평균 함수비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대 도가 증가할수록 보다 큰 포화

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침투가 반복적으로 진행되

면서 포화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 도

가 증가할수록 투수계수와 간극비가 감소되어 포화도가

큰 불포화 지반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불포화 사질토의 전단강도 발현 요인인 겉보기 점착

력은 포화상태에 근접할수록 급격하게 상실되기 때문에

포화도의 증가는 급격한 전단강도 상실로 이어진다.

Fig. 6과 같이, 상대 도가 증가할수록 포화도가 증가

하는 것은 상대 도가 증가할수록 침투과정에서 전단강

도가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점성이

없는 사질토에서 지반 하부에 토사 유출경로가 있고 하

향으로 침투가 불포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표

면적으로는 상대 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동공이 확

장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동공이 확장되어 표면 함몰에 이르는 침투 사이클의

횟수와 지반의 모관흡수력이 급격하게 작아지는 포화도

80%에 이르는 침투 사이클을 비교하여 Fig. 7에 나타

내었다. Fig. 7과 같이 함몰에 이르는 침투 사이클과 특

정한 포화도에 도달하는 침투 사이클은 비례의 상관관

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공이 확장되어 특정

한 상태에 이르는데 필요한 침투 사이클 횟수와 포화도

가 특정한 값에 이르러 전단강도가 급격하게 상실되는

침투 사이클 횟수는 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난 것이다. 표면적인 결과는 상대 도가 증가할수록 동

공 확장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근본적으

로는 상대 도가 증가할수록 포화도 증가 속도가 빠르

고 이에 따른 전단강도 상실이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

에 동공 확장이 빠르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4.5. 함몰에 대한 점토 함유량의 향

모래+점토 혼합토의 시험은 혼합토의 건조단위중량,

침투유량, 유출구의 크기가 동일한 상태에서 점토 함유

량만 차이를 두고 수행되었다. Fig. 8(a)는 점토 함유량

에 따른 지표면 함몰까지 소요되는 침투 사이클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점토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순수한 모래

에 비하여 점토 함유량이 증가하면서 더욱 빠른 동공확

장을 보이다가, 특정한 점토 함유량 이상에서는 동공확

장 속도가 느려지고 그 이상의 점토 함유량에서는 침투

에 의해서 동공이 확장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

(2)

Fig. 6 Degree of Saturation with Seepage Cycle

Fig. 7 Seepage Cycle to Collapse and Degree of 

Saturation



고 있다. 

Fig. 8(b)는 점토 함유량에 따른 포화도의 변화를 나

타낸 것인데, 점토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포화도는 급격

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q. (2)와 같이

표현된 불포화 지반의 겉보기 점착력에서 점토 함유량

이 증가하면 점착력(c)은 증가하여 전단강도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포화도 증가에 따른 모관흡수력

의 감소는 전단강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점토 함유량의

증가는 전단강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점토 함유량이 작은 단계에서는 점착력의 증가요인

보다는 포화도 증가(모관흡수력 감소)에 의한 전단강도

감소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동공의 확장이 더욱 빠른

속도로 발생하다가, 점토 함유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점착력(c)에 의한 전단강도 증진 효과가 월등

하게 나타나 동공확장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판단된

다. 점토 함유량이 충분히 증가하면 포화도와는 무관하

게 점착력(c)에 의해 발현되는 전단강도가 침투력보다

큰 값을 갖게 되어 동공이 확장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모래 및 점토를 일부 함유한 사질토 지반을

대상으로 불포화 조건에서 도로함몰을 모사한 2차원 토

조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결과로부터 불포화 조건에서

동공의 확장 형태, 동공확장에 대한 유출구 크기, 상대

도, 침투유량, 점토 함유량의 향을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동공 발생 및 확장 속도는 유출구 크기, 상대 도, 침

투유량, 점토 함유량에 따라서 향 받았지만, 동공

의 확장과 함몰 진행 형태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

다. 초기 동공은 유출구 상부에서 발생하 고, 동공

하부와 측면의 토사가 유출되면서 동공 상부의 붕괴

와 유출이 반복되고 동공이 확장되었다. 동공의 측면

확장은 일정한 폭까지 진행되다가 멈추었고, 이후에

는 동공 및 이완 역이 상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상부 표면 함몰로 이어졌다. 

2. 토사 유출 초기에는 유출구 크기가 작을수록 초기 동

공이 빨리 발생하 으나, 동공 확장 단계에서는 유출

구의 크기가 클수록 보다 동공 확장이 빠른 속도로

발생하 다. 전체적으로는 유출구의 크기가 증가할

수록 동공 확장 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침투유량이 일정한 수준 이하의 경우에는 초기 동공

의 확장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 다. 침투유량

이 특정 값 이상에서는 토체의 전단강도보다 침투력

이 커지면서 동공의 붕괴와 토사 유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지표면 함몰에 이르 다. 동공의 확장 속도

는 침투유량이 증가할수록 빠르게 진행되었다.

4. 불포화 상태에서 침투가 발생하는 경우, 표면적으로

는 상대 도가 증가할수록 동공 확장 속도가 빠른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상대 도가 증

가할수록 포화도 증가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른 전단

강도 상실이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임을 확인

하 다. 

5. 모래+점토 혼합토에서는 순수한 모래에 비하여 점토

함유량이 증가하면서 빠른 동공 확장을 보이다가, 특

정한 점토 함유량 이상에서는 동공확장 속도가 느려

지고 최종적으로는 침투에 의해서 동공이 확장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 다. 점토 함유량이 작은

단계에서는 점착력의 증가 요인 보다는 포화도 증가

에 의한 전단강도는 감소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동

공의 확장이 더욱 빠른 속도로 발생하다가, 점토 함

유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점착력에 의한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20 No.124

(a) Collapse Seepage Cycle with Fine Content

(b) Degree of Saturation with Fine Content

Fig. 8 Cavity Expansion with Fin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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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강도 증진 효과가 월등하게 나타나 동공확장 속

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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