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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울에서는 도로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크고 작은 지

반함몰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와 같이 도심지 도로에서 지반함몰 사고가 발생하는 이

유는 도로하부에 상수관로, 하수관거, 통신관로, 가스관로, 

지하철 등과 같은 지중시설물의 부적절한 시공 및 노후로 

인한 손상,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공동발생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로에서 지반함몰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

해 및 교통장애 등의 사회안전망에 위협이 되므로, 도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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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scribed a results of groundwater injection test in cavity, in order to evaluate characteristics of cavity expansion 

under pavement. That is, groundwater amount proportional to the cavity volume was injected into the generated cavity 

step by step, and then the cavity with the changed size was monitored as the injected groundwater was drained. The test 

result showed that the cavity volume by groundwater injection increased, and then it converged or decreased. This means 

that some of the relaxation soil around the cavity collapsed, and the fine-grained soils in some soils filled the void in the 

surrounding soils when the cavity is expanded by groundwater injection. The volume change and expansion characteristics 

of the cavity according to the groundwater injection step were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cavity extended laterally.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cavity expansion is caused by the repetition of the relaxation soil collapse due to the 

groundwater flow and the loss of the collapsed soil below the cavity.

요   지

본 연구에서는 도로노면 하부 지반에서 발생한 공동의 확장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하수주입 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공동

체적에 비례한 일정량의 물을 단계별로 주입하고, 주입한 물이 배출됨에 따라 확대되는 공동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동의 

체적변화를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지하수 주입에 따른 공동의 체적은 증가하다 수렴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지하수 주입 시, 공동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이완된 지반이 일부 붕괴되거나 세립토가 주변 지반의 간극을 채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하수 주입 단계에 따른 공동의 체적변화와 확장특성을 분석한 결과, 실험대상 공동은 횡방

향으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하수 유동에 따라 이완된 공동 주변지반이 붕괴되고, 붕괴된 토사가 공동 

하부의 지중으로 유실되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공동이 확장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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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공동 발달에 의해 지반함몰이 발생되기 전 단계에서 

GPR 기반의 공동탐사를 통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Park et al., 2019; Chae, 2017). 이를 바탕

으로 지난 5년 동안의 서울시 공동탐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스팔트 표층에서부터 깊이 0.8m 미만의 포장층에서 

81%, 0.8m∼1.5m의 매설물층에서 17%, 1.5m 이상의 깊

은 층에서 2%의 공동이 발견된 바 있다. 즉, 지중매설물 

평균심도(지하 1.5m 이내)에 분포하는 공동이 95% 이상

으로 나타나 공동규모가 소형이면서 주로 얕은층에서 도

로함몰의 발생 양상이 나타났다(Seoul City, 2016).

한편,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GPR) 

탐사는 지하에 전자기파를 투과하고 전기적 물성(전기전

도도, 유전율)이 다른 경계에서 반사된 전자기파를 수신하

여 광산의 자원 매장량 탐지, 지중구조물 조사 및 지구물

리학적인 지층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다(David, 2005; Cassidy et al., 2011; Kang and 

Hsu, 2013). GPR 탐사는 수십 MHz 이상의 높은 주파수

(진동수, frequency)를 가지는 전자기파의 전파 현상을 이

용하여 깊이가 얕은 대상물을 높은 분해능으로 탐사하기 

때문에, 도로 하부의 매설관로 및 지중 공동 등에 비파괴 

검사방법으로 주로 사용된다(Korean S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2011; Han, 2018). 이와 

같은 공동 탐사는 일반적으로 시내 교통흐름에 방해받지 

않는 속도로 탐사가 가능한 차량형 멀티 GPR 탐사장비로 

도로하부 공동의 GPR 파형 자료를 취득하여 공동의 위치

와 깊이 및 규모를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의 규모 산

정은 탐사결과 분석 시에 공동파형 분석 이론에 의하여 포

물선 형태의 단면에서 공동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공동은 지반함몰을 유발하는 

주요인자라 판단할 수 있으며, 공동은 지중매설물 파손 및 

지하수 유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가 수행된 바 있다. Kim et al.(2017a), Kim et al.(2017b), 

You et al.(2017)은 실내실험과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지하

수 조건에 따라 공동과 주변지반의 이완영역에 대한 거동 

특성을 규명하였다. Lee et al.(2017)는 공동의 파괴를 유

발하는 영향인자 분석을 위하여 아스팔트 포장층의 두께, 

토피고, 공동 폭과 추가로 공동의 높이를 바탕으로 상부에

서 작용하는 하중조건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또한 GPR 탐사 원리를 바탕으로 지중의 공동뿐만 아니라 

지하수 흐름과 같은 상태 평가가 가능도록 GPR 탐사 기반

의 지하수 흐름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된 바 있

다(Endres et al., 2000; Hagrey and Müller, 2000; Lu and 

Sato, 2004; Pyke et al., 2008; Kuroda et al., 2009; Kim 

and Kim, 2013).

이와 같이, 도로노면 하부에 발생한 지반함몰은 관로파

손에 의해 발생된 공동의 영향뿐만 아니라, 발생된 공동 

내부의 지하수위 상승 및 하강이 반복되면서 토사유출에 

의한 공동확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의 확장특성을 평가하고자, 지하수 주입에 의한 공동

확장 평가에 관한 현장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공동체적에 

비례한 일정량의 물을 주입하고, 주입한 물이 배출됨에 따

라 확대되는 공동을 모니터링하여 체적변화를 통한 확장

특성을 평가하였다.

2. 현장 실험

2.1 개요

공동 내, 지하수 주입에 의한 토사의 체적변화 실험을 

위하여, 주변 지중매설물 등을 고려한 도로노면 하부의 실

험공동 4개소(YP-1, YP-2, YP-3, YP-4)를 선정하였다. 

YP-1의 경우, 가스관이 공동 하부 약 0.8m 심도에 매설되

어 있으며, YP-2는 하수관이 공동으로부터 약 0.2m 떨어

진 상태로 약 0.8m 심도에 매설되어 있다. 또한 YP-3는 

공동 하부의 약 1.2m 심도에 전력관이 매설되어 있으며, 

YP-4의 경우에는 공동 주위에 지중매설물이 없는 상태이

다. Table 1은 각 실험공동에 대한 주입 실험 전, 3D 멀티

채널 및 핸디형 GPR 탐사장비를 통해 도출된 공동까지의 

Table 1. Cavity size by GPR waveform

Classification
Soil depth 

(m)

Longitudinal width 

(m)

Transeverse width 

(m)

Cavity hight 

(m)

YP-1 0.30 1.00 0.70 0.58

YP-2 0.27 1.81 1.10 0.62

YP-3 0.17 1.36 1.10 0.45

YP-4 0.23 0.81 0.80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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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고와 공동의 종단폭, 횡단폭 및 높이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리고 도로 포장체에서 토사 유실이 발생되는 지반의 

공학적 특성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2.2 실험 장비 및 실험 과정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실험에서는 차량형 3D 

멀티 GPR 탐사장비, 핸디형 GPR 탐사장비, 살수차 및 유

량계, 포터블 천공기, 공내 촬영장비, 공동형상화 장비가 

사용되었다. 차량형 멀티 GPR 탐사장비의 중심 주파수는 

400MHz, 탐사적정속도는 20km～60km, 탐사폭은 2.4m

이며, 현장실험 전후의 공동변화 확인을 위하여 GPRIS 포

지셔닝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핸디형 GPR 탐사장비는 단

계별 지하수 주입 시의 공동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되었다. 또한, 굴착공의 공경 및 토피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공내촬영장비(BIPS)와 단계별 지하수 주입시 공동 

내 체적변화 확인을 위한 공동 형상화 장비가 적용되었다.

실험공동 4개소(YP-1, YP-2, YP-3, YP-4)를 대상으로 

지하수 주입에 따른 공동의 체적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입시간과 단위시간당 주입량을 조절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Fig.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3D 멀티 GPR, 핸디형 

GPR 및 공내영상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 전 공동의 

크기를 측정하고, 공동 형상화 장비로 공동의 체적을 측정

((a)→(b)→(c)→(d)→(e)→(f))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유량

을 각 단계(실험공동별 4단계∼6단계)별로 15분 간격으로 

주입(4회)한 후 공동의 체적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주입유

량을 변화시켜 반복측정을 실시하였다. Fig. 3은 실험공동

별 지하수 주입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지하수 주입량에 

따라 크게 1차 및 2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주입 

단계에 따른 유량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Summary of soil properties

Classification
w

(%)
Gs

Atterberg limit
Cu Cg

No. 4 

sieve passing (%)

No. 200 

sieve passing (%)
U.S.C.S.

LL (%) PL (%)

YP-1 6.1 2.63 NP NP 3.48 2.77 15.9 0.7 GW

YP-2 7.5 2.62 NP NP 50.50 4.46 34.3 5.2 GP-GM

YP-3 13.1 2.63 NP NP 30.0 6.85 31.4 5.4 GP-GM

YP-4 4.1 2.63 NP NP 13.75 5.57 24.1 2.7 GP

(a) Vehicle integral multi-GPR (b) Handy type GPR (c) Spray truck and flow meter

(d) Portable core drill (e) BIPS (f) 3D cavity imagery system

Fig. 1. Equipment used 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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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3.1 GPR 탐사 결과

Table 3은 실험공동에 대한 GPR 탐사결과로서, 실험 

전, 중간 및 최종 단계의 파형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지하

수 주입 전의 공동 규모는 Table 1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YP-1의 경우, 최종 주입단계 완료 후에 포물선 형태

의 공동이 종단방향으로 확대된 결과를 바탕으로, 종단폭

은 1.00m에서 1.05m로 확장된 반면에, 토피와 횡단폭의 

변화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YP-2 공동을 확인

한 결과, 최종 주입단계 이후에 포물선 형태의 공동이 종

단방향으로 확대(1.81m → 1.89m)되고 공동 상단부의 파

형이 보다 완만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토피고와 

횡단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YP-3 공동의 

경우, 최종 주입단계 이후의 공동 형태가 주입 이전에 비

하여, 종단방향으로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토피고

는 0.17m에서 0.20m, 종단은 1.36m에서 1.45m로 확장되

었지만, 횡단의 변화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

로 YP-4 공동의 최종주입 단계 후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토피고와 횡단은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에, 종단은 

0.81m에서 1.10m로 크게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공내 영상촬영 결과

Fig. 4는 각 실험공동에 대한 공내영상 촬영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먼저, YP-1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1차 주입 단계(1단계 

(a) Boring (b) Handy type GPR exploration (2D) (c) Vehicle integral 3D GPR exploration

(d) BIPS imaging (e) Cavity imagery (f) Water injection

Fig. 2. Experimental procedure

Fig. 3. Amount of groundwater injection according to experimental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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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에서 아스팔트층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2차 주입(4단계)을 실시한 이후에는 아스팔트의 두께가 

0.09m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의 두께는 최초 

0.39m에서 1단계 및 3단계 주입완료 후에 각각 0.26m 및 

0.24m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공동 주변의 이완된 토사가 

지하수 주입에 따라 공동 하부에 쌓여 두께가 감소된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후 지하수 주입량을 증가시킨 2차 주입

(4단계)에서는 공동 주변 토사와 함께 연약화된 0.09m 높

이의 아스팔트층이 공동 하부로 유실되어, 오히려 공동이 

크게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YP-2 실험공동은 1차(1단계～3단계) 및 2차(4단계～

6단계) 지하수 주입을 실시한 결과, 아스팔트 및 자갈층으

로 이루어진 공동 상부의 토피고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지

만, 지하수 주입 3단계에서 공동두께가 0.04m 감소한 후

Table 3. GPR waveform changes by injection step

Classification Pre-injection Injection in progress After injection completed

YP-1

YP-2

YP-3

Y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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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종 단계에서 실험 전 두께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주입된 지하수가 도로노면으로 Overflow가 발

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입유량이 공동 내부에서 지중으

로 대부분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지하수 유출 

과정에서 초반에는 공동주변의 일부 토사가 유실되어 공

동 하부에 쌓여 공동두께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후 유량을 증가시킨 2차 주입시에 공동 하부의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유추하였다.

YP-3의 경우에는 지하수 주입 1단계에서 공동두께가 

0.22m로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입유량에 의해 

공동 하부의 흙이 상당량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

고 4단계 주입 직후에는 공동두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YP-1 및 YP-2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속

적인 지하수 주입에 따라 공동주변에 이완된 토사가 공동 

하부로 유실된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5단계에서는 

공동 하부의 지중으로 토사 유실이 크게 증가되어 공동두

께가 1.44m까지 확대되었으며, 심도 1.10m 지점에서 지

중 매설관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YP-4 실험공동은 지하주 주입 1단계부터 6

단계까지 아스팔트층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각 주

입단계에 따라 –0.02m∼+0.03m 범위로 공동두께의 변화

가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지하수 주입

에 따라 이완된 공동 주변지반의 붕괴와 공동 하부의 지중

으로 유실된 토사의 영향으로 판단되었다.

4. 체적변화 분석 및 고찰

4.1 공동형상화 장비에 의한 체적 변화

Fig. 5는 지하수 주입 단계별로 공동 내 심도에 따른 면

적과 체적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YP-1 실험공동에 대한 심도별 공동의 면적변화는 

도로노면으로부터 0.30m∼0.35m 심도에서 가장 크게 증

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공동의 체적은 대상 실험공

동의 최종 주입단계인 4단계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평가되

었으며, 이를 통해 지하주 주입 후의 체적변화는 실험 전

에 비하여 약 6.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YP-2의 심

도별 면적변화를 살펴보면, 0.55m 이상에서 공동의 면적

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도로노면에 가까운 심도(0.50m 이

하)에서는 실험종료시까지 면적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a) YP-1 (b) YP-2

(c) YP-3 (d) YP-4

Fig. 4. Analysis result of BIP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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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그리고 공동의 체적변화는 지하수 주입 1단

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종단계 시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실험종료 시의 공동 체적은 약 43.8배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YP-3 실험공동은 도로노면으

로부터 0.6m∼0.8m의 심도에서 공동 면적의 증가가 뚜렷

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체적은 최종 주입 이전 단계(4단

계)에서 약 6.6배의 체적증가가 발생되었고, 최종 주입단

계에서는 실험 전 대비 약 3.2배 증가하지만, 직전 단계(4

(a) YP-1

(b) YP-2

(c) YP-3

(d) YP-4

Fig. 5. Variation on area and volume of cavity according to groundwater injection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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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비하여 전체 체적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YP-4의 경우에는 심도가 0.4m 이상에서 공

동의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체적은 점차 증가하다 최종 단

계에서 감소하였지만, 실험 전과 비교하여 약 1.9배 정도

의 체적 증가가 발생하였다.

4.2 공동의 확장특성 고찰

지하수 주입에 의한 공동의 체적변화에 따른 확장특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실험공동에 대한 주입시간 – 주입

유량 - 체적증가량 관계를 분석하여, Fig. 6과 같이 주입시

간에 따른 체적증가량을 주입유량별로 나타내었다. 이때, 

(a) YP-1

(b) YP-2

(c) YP-3

(d) YP-4

Fig. 6. Relationship of flow and volum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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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유량은 1차 주입(1단계～3단계)과 2차 주입(4단계～ 

6단계)에 있어서 단위시간당 주입유량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평균유량으로 하였다.

주입시간에 따른 체적증가량을 분석한 결과, 일부를 제

외하고는 주입시간이 증가할수록 체적증가량은 지하수 주

입 초기에 증가하다 감소 또는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원인은 지하수 주입 시, 공동 주변의 이완된 지

반이 일부 붕괴되거나 세립토가 주변 지반의 간극을 채우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지하수 주입유량이 증가할

수록 체적변화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공

동이 확장되는데 있어서, 지반 종류와 관계없이 지하수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주입 단계에 따른 

공동의 체적변화와 확장특성을 분석한 결과, YP-1과 YP-2

는 주입단계별로 공동 두께의 변화는 미약한 반면에 체적

이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공동이 횡방향으로 확장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YP-3의 경우에는 공동 두

께의 변화가 미약한 경우(주입 4단계)에 체적변화가 크게 

나타난 반면에, 공동 두께의 변화는 크지만 체적이 감소하

는 경우(주입 5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공동이 횡

방향으로 확장된 후에, 지하수의 지속적인 주입에 따라 횡

방향으로 확장된 공동에서 이완된 주변 지반이 붕괴됨과 

동시에 깊이방향으로 공동이 확장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YP-4는 YP-1 및 YP-2의 경우와 유사한 횡방향으로의 공

동확장 양상을 보이다가, 지하수 유동에 의해 공동의 양 

끝단의 이완된 지반이 붕괴됨으로써 체적이 감소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노면 하부의 공동에 대하여 공동체

적에 비례한 일정량의 지하수를 주입함으로써, 지하수 유

동에 의한 공동의 체적변화와 공동확장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현장실험을 통해 공동의 체적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하수 주입에 따른 공동의 체적은 증가하다 수렴 또는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지하수 주입 시, 공동이 확

장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이완된 지반이 일부 붕괴되거나 

세립토가 주변 지반의 간극을 채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지하수 주입유량이 증가할수록 체적변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공동의 확장은 지하수 유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하수 주입 단계에 따른 공동의 체적변화와 확장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공동의 확장 특성을 특정한 형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횡방향으로 공동이 발달되

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하수 유동에 따라 

이완된 공동 주변지반이 붕괴되고, 붕괴된 토사가 공동 하

부의 지중으로 유실되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공동이 확

장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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