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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GPR exploration equipment, spray vehicles and flow meters, core drill, borehole 

image processing system(BIPS), 3D cavity imagery equipment, and cavity formatting equipment were 

used to identify this cavity growth process. Method: A certain amount of water was injected in 

proportion to the mass of the cavity, and the cavity was observed to expand as the injected water was 

drained out. The cavity rating change was evaluated by quantitatively evaluating the expansion factors 

and the speed of growth.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volume change through 

injection time - injection flow rate - volume increase for the four experimenters, the volume increase 

decreased as the injection time increased, and there was no further increase in volume if injected for 

one hour or so. Conclusion: In addition, the injection test analyzed the volumetric vari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cause of the cavity occurrence was the effect of the underground burial in the 

vicinity of the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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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s: Cavity Expansion, Groundwater Injection Test, GPR Exploration, Volume Change, 

Injection Flow Rate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공동 영역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GPR 탐사장비, 유량계, 천공기, 공내 촬영

장비, 공동 형상화 장비 등을 사용하여 공동 체적에 비례한 일정량의 물을 주입하고, 주입한 물이 빠짐에 

따라 확대되는 공동 영역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지하수 주입에 의한 공동 체적변화

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공 2개소에 대한 주입시간-주입유량-체적증가량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주입시

간이 증가할수록 체적증가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1시간 정도 주입하면 더 이상의 체적증가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주입실험을 통해 체적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공동생성의 원인이 주변 지중 매설물에 대

한 영향 유무를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하수 주입 시, 공동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이완된 지반

이 일부 붕괴되거나 세립토가 주변 지반의 간극을 채우기 때문이며, 지하수 주입 유량이 증가할수록 체

적변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공동의 확장은 지하수 유동에 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공동확장, 지하수 주입실험, GPR 탐사, 체적변화, 주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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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서울에서는 2014년부터 크고 작은 도로함몰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러한 지반함몰 사고의 발

생은 도로하부에 매설된 상하수관, 통신관, 가스관, 지하철 등의 부적절한 시공 및 노후로 인한 손상, 유지관리 소홀이 그 원

인이다. 도로에서 지반함몰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및 교통장애 등 사회 전반적인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도로하부의 공동이 

진행되어 지반함몰이 발생되기 전 단계에서 GPR 공동탐사를 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Park et al., 2018; Chae, 2017).

지난 5년 동안의 서울시 공동 탐사 결과를 보면 아스팔트 표층에서부터 깊이 0.8m 미만의 포장층에서 81%, 0.8~1.5m의 

매설물층에서 17%, 1.5m 이상의 깊은 층에서 2%의 공동이 발견되어 지하매설물 평균심도(지하 1.5m 이내)에 분포하는 공

동이 98%로 밝혀져 공동규모가 소형이면서 깊이가 얕은 위치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공동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공

동 영역이 확대되어 함몰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Park et al., 2019). 

지표 투과 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GPR) 탐사는 지하에 전자기파를 투과하여 전기적 물성이 다른 경계에서 반

사되어 돌아온 전자기파를 수신하여 자원 매장량 탐지, 지중구조물 조사, 지구물리학의 지층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다(David, 2005; Cassidy et al., 2011; Kang et al., 2013). 최근 GPR 탐사는 수십 MHz 이상의 높은 주파수

를 가지는 전자기파의 전파 현상을 이용하여 깊이가 얕은 대상 구조물을 높은 분해능으로 탐사하여 도로 하부의 매설 관로, 

지하 공동(cavity), 도로의 다짐도 조사, 터널의 배면 공동 탐사 등의 비파괴 검사로 사용하고 있다(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2011; Han, 2018).

공동 탐사는 시내 교통흐름에 방해받지 않는 속도로 탐사가 가능한 차량형 멀티 GPR 탐사장비로 도로하부 공동의 GPR 파

형 자료를 취득하여 공동의 위치와 깊이 및 규모를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의 규모 산정은 탐사결과 분석 시 공동파형 분

석 이론에 의하여 포물선 형태의 단면에서 공동 또는 매설관 등의 비공동을 구분할 수 있다. 현재 GPR 탐사를 이용한 지하수 

흐름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Endres et al., 2000; Hagrey et al., 2000; Pyke et al., 2008; Kim et al., 2013).

이와 같이 공동은 지반함몰을 유발하는 주요인자라 평가할 수 있어 Kim et al. (2017a), Kim et al. (2017b), You et al. 

(2017)은 실내실험과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공동과 주변지반의 이완영역에 대한 거동 특성을 규명하였다. Lee et al. (2017)

는 공동의 파괴를 유발하는 영향인자 분석을 위하여 아스팔트 포장층의 두께, 토피고, 공동 폭과 추가로 공동의 높이를 바탕

으로 상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조건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노면하부에 발생한 공동은 강우의 영향으로 공동 내부

에 지하수위 상승 및 하강이 반복되면서 공동 내부의 토사를 유출하므로 공동이 점차 확대되어 지반함몰에 이르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사를 통해 발견된 공동에 대하여 현장 주입 실험을 실시하여 공동 체적에 비례한 일정량의 물을 주입

하고, 주입한 물이 빠짐에 따라 확대되는 공동을 모니터링하여 공동 영역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현장 주입 실험

실험 개요

Fig. 1에서와 같이 공동 내부 흙의 유실속도 실험을 위해 서울시 노면하부 공동탐사를 수행하면서 발견된 공동 중에서 주

변 지하매설물, 차량통제 여건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실험공동 2개소(GN-1, GN-2)를 선정하였다. GN-1의 경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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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공 하부에 도로를 따라 지나가는 하수관로가 심도 1.7m, 상수관로가 심도 1.4m에 매설되어 있으며, 그 외에 전기, 가스 등

의 지하매설물이 위치하고 있다. GN-2 실험공은 하부 1.24m에 가스관로가 도로를 횡단하고, 종방향으로 2개의 가스관이 매

설되어 있는 것이 파악되었으며, 그 외에 전력구 박스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다. 

(a) GN-1 (b) GN-2

Fig. 1. Status of underground facilities in the cavity location

Table 1은 도로 포장체 중 보조기층의 지반공학적 특성에 따른 공동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입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 공동이 위치한 2개소의 시료는 통일분류법으로 모래섞인 실트질 자갈(GM)로 분류되었다. 

Table 1. Summary of soil properties

Item w (%) Gs
Atterberg limit

Cu Cg
No. 4 sieve passing 

(%)

No. 200 sieve passing 

(%)
USCS

LL (%) PL (%)

GN-1 10.5 2.61 NP NP 79.34 5.94 44.9 7.8 GM

GN-2 13.4 2.65 NP NP 122.78 4.95 46.2 8.5 GM
 

현장 실험 장비 및 실험 과정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장실험을 위하여 차량형 멀티 GPR 탐사장비, 핸디형 GPR 탐사장비, 살수차 및 유량계, 포터

블 천공기, 공내 촬영장비, 공동형상화 장비가 사용되었다. 차량형 멀티 GPR 탐사장비의 중심 주파수는 400MHz, 탐사적정

속도는 20~60km, 탐사 폭은 2.4m이며, GPRIS 포지셔닝 시스템으로 현장실험 전후의 공동 변화 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핸디형 GPR 탐사장비의 본체는 MALA ProEX, 안테나는 Shielded 450MHz, 포지셔닝은 GPS/ Distance(Odometer)이며, 

단계별 물 주입 시 공동 변화 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살수차의 송수관 직경은 0.03m, 유량계 파이프의 직경은 0.04m, 연결 

장치는 커플링 1개조이고, 지하수의 상승 및 하강에 따른 공동내부의 침식 모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공동생성 규명 실험을 위

한 공동위치의 천공을 위해 사용한 포터블 천공기는 DD200 코어드릴이며, 천공범위는 25~400mm, 무게는 30kg, 2500와트 

초강력 공랭식 모터로 구성되었다. 또한, 굴착공 공경 및 토피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공내촬영장비(BIPS), 단계별 물 주입 

시 공동내 체적(형상) 변화 확인을 위하여 공동 형상화 장비를 사용하였다.

실험공동 2개소(GN-1, GN-2)를 대상으로 물 주입에 따른 공동의 체적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입시간과 단위

시간당 주입량을 조절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핸드 GPR, 3D GPR 장비, 공내영상촬영장비를 이용하여 

시험 전 공동의 크기를 측정하고, 공동 형상화 장비로 공동의 체적을 측정(순서 ⓐ→ⓑ→ⓒ→ⓓ→ⓔ→ⓕ)하였다. 일정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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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각 단계별로 15분 간격으로 4회 주입한 후 공동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유량을 변화시켜 반복측정(순서 ⓕ→ⓑ→ⓒ→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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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quipment used 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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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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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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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지하수 주입 실험

Fig. 4에서와 같이 GN-1 실험공에는 물 주입을 15분 간격으로 총 8회 수행하였으며, 1~4단계는 평균 4.3304 mhr를 주

입하였고, 5~8단계는 평균 9.7505mhr를 주입하였다. 7단계에서부터 세립분이 공동 주변지반의 공극을 채우는 suffusion 

현상으로 인해 공동 내 투수계수가 감소하여 물 빠짐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었으며, 8단계에서는 물이 아스팔트 상부로 

overflow되어 물 주입량을 줄여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GN-2 실험공에는 물 주입을 15분 간격으로 총 8회 수행하였으며, 1~4단계는 평균 7.6723 mhr를 주입하였고, 5~8단계

는 평균 16.3053 mhr를 주입하였다. GN-1 실험공보다 물 빠짐이 좋아 훨씬 많은 물을 주입할 수 있었다. 

Fig. 4. Water injection results for each step

GPR 탐사 결과

핸드 GPR 탐사는 공동 중심부를 기준으로 30cm 간격의 격자 형태로 총 22개 탐사측선을 설정하여 각 단계별 실험 전후에 

탐사를 수행하여 공동의 토피변화와 종횡방향의 크기변화를 관찰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 전 GN-1 공동의 규모는 토피 27cm, 종단 90cm, 횡단 94cm로 파악되었다. 실험 전 후 GPR 단면의 공동 이미지를 비

교해 보면, 포물선 형태의 공동형태가 하부까지 더욱 뚜렷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토피는 27cm에서 23cm로 줄었고, 종단은 

91cm에서 98cm, 횡단은 94cm에서 120cm까지 확장되면서 공동의 종단과 횡단의 길이가 실험 전보다 증가되었다. 이는 물 

주입에 따라 공동이 높이 4cm와 길이방향(종단 7cm, 횡단 26cm)으로 모두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 6단계 이후 횡방향 단면에

서 노면 하부 1.5m 이하의 하수관로가 뚜렷이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 

실험 전 GN-2 공동의 규모는 토피 41cm, 종단 90cm, 횡단 68cm로 파악되었다. 실험 전 1단계 물 주입 후 GPR 탐사 단면

상에 심도 0.9m에서 추가적인 이상 신호가 나타났으며, 이는 내시경촬영 결과 폐자재로 확인되었고, 5단계 물 주입량이 증가

한 이후 폐자재의 이상 신로가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1단계~8단계까지 공동파형은 다소 변했지만 토피와 종횡의 크기

변화는 실험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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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영상촬영 결과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GN-1 실험공은 실험 전 공내영상촬영을 실시하여 아스팔트층 17cm, 모래자갈 10cm, 바닥깊

이 87cm의 규모로 파악되었다. 공내영상촬영은 공동토피 및 바닥심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실험 전 그리고 각 단계별 물 주

입이 완료된 후 수행하였다.

1단계 실험 전 물 주입시 호스를 공동 내부로 깊숙이 넣지 않아 아스팔트 하부의 모래자갈이 공동 벽을 타고 흘러 내려가면

서 실험 전보다 공동토피가 깊어지고 바닥면에 쌓이면서 공동내부가 작아졌다. 그러나 단계가 진행될수록 공동바닥의 세립

분이 빠지면서 공동 내부가 조금 확대되었다. 5단계부터 물 주입량을 서서히 증가하였는데, 7단계까지는 아스팔트 상부 부

근까지 물이 차올랐으며, 8단계에서는 공동 내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주입속도가 빠르면서 overflow가 되어 물 주입량을 감

소시켰다. 이 원인은 7단계와 8단계에서 아스팔트 하부의 모래자갈층이 공동 바닥면으로 낙하하여 물의 이동 경로를 막아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hange of GPR waveform and BIPS image by injection step

Item
Pre-injection Injection in progress (step 4) After injection completed (step 8)

GPR BIPS GPR BIPS GPR BIPs

GN-1

ASP
(17㎝)

S, G
(10㎝)

공동
내부
(60㎝)

ASP
(17㎝)

S, G
(13㎝)

공동
내부
(61㎝)

ASP
(17㎝)

S, G
(6㎝)

공동내부
(69㎝)

GN-2

ASP
(21㎝)

S, G
(20㎝)

공동내부
(47㎝)

ASP
(21㎝)

S, G
(20㎝)

공동내부
(64㎝)

폐 자

ASP
(21㎝)

S, G
(20㎝)

공동내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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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형상 분석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GN-1 실험공은 공동 토피가 27cm, 바닥깊이 87cm의 규모이다. 공동체적은 35cm부터 0.1m 간격으

로 하강하면서, 방위는 북쪽(0°)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1~4단계는 15분 간격으로 평균 4.3304 mhr, 5~8단계는 15분 간

격으로 평균 9.7505 mhr의 물을 공동에 주입하였다. 물 주입이 시작되자 공동의 심도별 면적과 체적은 미세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5단계 이후부터는 심도 0.45m부터 바닥면 0.85m까지 320°방향으로 공동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그리고 7단계부터는 물 빠짐 시간이 길어지고 체적의 변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공동의 수직

적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GN-2 실험공은 공동 토피가 41cm, 바닥깊이 88cm의 규모이다. 공동체적은 50cm부터 0.1m 간격으로 하강하면서 바닥

깊이의 변화에 따라 추가하였다. 1단계 물 주입 이후 공동의 바닥면이 1.0m까지 하강하면서 공동의 체적이 시험 전과 비교했

을 때 약 1.6배 증가하였으며, 5단계에서 물주입량을 2배 이상 높이자 약 1.4배 증가하였다. 심도 0.5m~0.8m 구간에서 면적

은 큰 변화가 없으며, 심도 0.9m~1.0m 구간에서는 하부로 갈수록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5단계 이후 공동의 바닥

면은 1.1m까지 깊어졌지만 공동형상화 장비의 최대 측정심도가 1.0m까지 가능하여 더 이상 측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심도

별 공동형상 분석결과, 심도 0.9m에 330°부근에서 공동체적이 폐자재로 인해 왜곡되어 실제의 공동체적은 분석된 값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Results of 3D cavity imagery system

Item Pre-injection Injection in progress (step 4) After injection completed (step 8)

GN-1

GN-2

고 찰

현장실험을 통해 실험 공동의 규모와 체적변화를 확인한 결과, GN-1 실험공은 물 주입이 시작되자 공동의 종단과 횡단 길

이가 크게 확장되었다. 그에 반해 공동 바닥면의 깊이는 큰 변화가 없이 수평적인 변화가 우세하였다. GN-2 실험공은 GN-1 

실험공과는 반대로 물 주입이 시작되자 종단과 횡단의 길이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공동 바닥면의 깊이는 깊어지면서 수직적

인 변화가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개소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동의 규모 변화율과 체적변화는 조금씩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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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실험조건(유량,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지하내부에 큰 토사유출 경로가 없으면 공동 규모의 변화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 주입에 의한 공동 체적변화를 보다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험공 2개소 각각에 대한 주입유량-

체적증가량 관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평균주입유량은 단위시간당 주입유량이 거의 일정한 1~4단계와 5~8단계 

주입유량의 평균값이며, 산정된 평균유량으로 1시간 동안 주입하며 15분마다 체적증가량을 측정하였다. 

실험공 2개소에 대한 주입시간에 따른 체적증가량을 평균주입유량별로 표시한 것으로서 주입시간이 증가할수록 체적증

가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1시간 정도 주입하면 더 이상의 체적증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흐름발생시 공동 내 세립토가 

주변지반의 공극을 채우는 suffusion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입 1시간 후의 체적증가량을 최종 체적증가

량으로 볼 수 있으며, 평균 주입유량에 따른 최종 체적증가량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a) GN-1 (b) GN-2

Fig. 5. Volumetric change for injection flow rate

결 론

노면하부에 발생한 공동은 강우의 영향으로 공동 내부에 지하수위 상승 및 하강이 반복되면서 공동 내부의 토사를 유출하

므로 공동이 점차 확대되어 지반함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 통행량 및 주변 지하매설물 등이 고려된 실

험공동 2개소에 대하여 공동체적에 비례한 일정량의 물을 주입하고, 주입한 물이 빠짐에 따라 확대되는 공동을 측정 할 수 있

는 지하수 주입 실험을 실시하여 공동 영역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강우 또는 노후관 누수에 따른 단위시간당 유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GN-1 공동과 GN-2 공동에 대하여 체적증가량을 측정

하였다. GN-1 실험공은 심도별 공동형상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도 45cm부터 바닥면 85cm까지 320°방향으로 공동이 점점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공 주변 하수관로가 다짐 불량으로 관로 이음부가 파손되어 지하수 주입에 의한 토사유실 발

생으로 공동 영역이 확장된 것이다. GN-2 실험공은 수직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면서 심도 90cm에서 폐자재가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330°부근에서 공동체적이 왜곡되었으며, 실제 공동체적은 분석된 값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조기층 내에 매립되어 있는 폐자재 때문에 시공기준에 적합한 다짐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하수 주입으로 토사가 유실되어 

공동 영역이 확장되었다. 

따라서, 지하수 주입 시, 공동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이완된 지반이 일부 붕괴되거나 세립토가 주변 지반의 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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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기 때문이며, 지하수 주입 유량이 증가할수록 체적변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공동의 확장은 지하수 유동에 큰 영

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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