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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cise investig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ground subsidence risk factors needed to predict and evaluate the settlement 

problems of the surrounding ground due to the ground excavation. There are various geophysical exploration methods 

to investigate the ground subsidence risk factors. However, there ar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derground medium in these geophysical methods, and the actual soil contains complex factors affecting geophysical 

explo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s on the geophysical method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geotechnical properties of soil. In this study, a test bed was constructed to consider various complicated factors 

in the complex ground and the ground behavior was analyzed by numerical analysis. In addition, we analyzed the 

limitations on investigating the ground subsidence risk factors through ground penetration radar (GPR) survey. As a 

result, ground subsidence of Open-cut Type Excavation is caused by various factors. Especially, in the case of soft 

ground condition, it was found that it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flow change of groundwater level. At the center 

frequency of GPR of 250 MHz, the attenuation of the electromagnetic wave is severely attenuated in the clay with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making it difficult to penetrate deeply into the ground (4 m below the surface). As the 

electromagnetic waves pass through the groundwater level below the groundwater, the attenuation of the electromagnetic 

waves becomes severe.

 

요   지

지반 굴착에 따른 주변 지반의 침하 문제를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반침하 위험인자의 정확한 조사와 해석

이 필요하다. 지반침하 위험인자를 조사하기 위한 비파괴조사방법에는 여러 가지 물리탐사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물리탐사 방법에는 지하매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으며, 실제 지반의 토질은 물리탐사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요소들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흙의 공학적 성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물리탐사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복합지반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Test Bed를 

구축하고, 수치해석을 통해 지반거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반침하 위험인자 조사

를 위한 한계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착식 굴착공사에 있어서 지반침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발생 할 수 

있으며, 특히 연약지반 조건일 경우에는 지하수위 흐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PR의 중심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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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50MHz인 경우, 전기전도도가 높은 점토 지반에서는 전자기파의 감쇠가 심하게 일어나서 땅속 깊은 곳(지표아래 

4m)까지의 투과를 어렵게 만들며, 지하수위 아래에서는 지하수면을 전자기파가 통과함에 따라, 전자기파의 감쇠가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Ground subsidence risk factors, Ground penetration radar (GPR), Open-cut type excavation, 

Groundwater flow change, Electromagnetic wave

1. 서 론

최근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굴착이 이루어지는 과정

에서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어 이에 대한 민원 및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일부 건물이 붕괴하여 인명 및 재산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현재 굴착공사 주변의 지반함몰을 예측 

및 평가하기 위한 위험인자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은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지반함몰 원인을 비파괴탐사

방법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지표투

과레이더(GPR) 탐사, 전기비저항 탐사, 표면파 탐사 등

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GPR탐사는 깊이가 얕은 대상

의 구조를 높은 분해능으로 탐사하는 방법이다. 도로 

밑의 매설 관로나 공동 탐사 또는 다짐도 조사, 터널의 

배면 공동 탐사 등과 같이 구조물을 유지･관리하기 위

한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많이 이용된다. 또한 정밀 지

반 조사 단계에서 암반 속 파쇄대나 단층 조사 등에 응

용하기도 한다. 그 밖에 콘크리트 속 철근의 위치, 토질 

조사, 고고학 조사, 토양 오염 또는 지하수 조사 등에 

적용 가능하다(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2011). 현재 GPR 탐사를 이용한 지하수

위 심도 및 변화 등에 관한 연구(Endres et al., 2000; 

Hargey and Müller, 2000; Lu and Sato, 2004; Pyke et 

al., 2008; Kuroda et al., 2009; Kim and Kim, 2013)는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지하개발 시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

인은 KISTE(2010)에서 분석한 결과 지반조사 불충분, 

가시설 구조체의 불안정, 지하수 흐름변화의 관리 미흡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대규모 건축

물 기초터파기 공사 시 무분별한 지하수 방출, 공사 중 

피압대수층의 교란에 따른 지하수 이동 등으로 인한 주

변지반의 지하수 흐름 급변 발생으로 인하여 대규모 지

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정

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8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일정규모의 

깊이(10m～20m이내, 20m이상)에 대해 터파기 공사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터파기 공사에 의한 주

변지반의 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개

발 사업이 연약지반 등에 수행되는 경우 지하안전법에 

규정된 최소 굴착깊이 10미터 이상(소규모 지하안전영

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또는 20미터 이상(지하안전영

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이 아닌 10미터 이하에서도 지

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하안전에 위험을 초

래 할 수 있다. 특히 점토, 실트, 해성토 등의 연약지반

과 같은 지반조건에서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지지력이 약한 연약지반 등에 지하개발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지하안전법에서 규정한 굴착깊

이는 부적절할 수 있다(Han, 2018).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연약지반에서의 지반굴착 시 나타날 수 있는 지하수 

흐름변화에 대해 수치해석적 기법을 이용하여 주변지

반의 거동을 분석하고, 비파괴탐사기법인 GPR 탐사를 

실시하여 지반함몰을 평가하기 위한 위험인자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Modified Cam-Clay(MCC) Model

현재까지 제안된 압밀이론을 고찰하여 보면 Terzaghi 

이론과 Biot 이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Terzaghi는 

비교적 얇은 점토층에 재하면적이 넓은 경우와 같이 1

차원 압밀에 의한 침하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제안한 

반면, Biot(1941)는 압밀이론을 지반의 응력-변형률 관

계를 지배방적식으로 하는 3차원 압밀의 이론을 전개하

였다. 이것은 이론상 Terzaghi의 이론에 비하여 완전하

지만, 압밀방정식이 미지수로써 과잉간극수압과 변위의 

양자를 포함한 연립편미분방정식으로 되기 때문에 수

학적 해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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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ormal consolidation line and overconsolidation curves

Fig. 2. Stress-strain curve showing strain hardening

Fig. 3. Critical state line and yield curve in p'-q space (Roscoe 

and Burland, 1968)

유한요소기법의 발달로 복잡한 경계조건을 갖는 미분

방정식의 해가 가능해짐에 따라 Biot 압밀론의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있다.

점토의 거동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Roscoe 

and Schofield(1963) 등은 한계상태개념을 도입하여 Cam- 

Clay 모델을 제안하였다. 한계상태이론에서 흙의 상태

는 세 가지 매개 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

1) Mean effective stress(volumetric stress) (′ )

2) Deviatoric stress(shear stress) ()

3) Specific volume ()

유효체적응력(′ )은 체적변형을 일으키는 성분이며, 축

차응력()은 전단변형을 일으키는 성분이다. 이러한 유효

체적응력(′ )과 축차응력()은 3축시험(Triaxial Compression 

Test)시 시료에 가해지는 주응력(

 


 


)을 가지고 Eq. 

(1), (2), (3)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  (1)




 ′′


′′


′′


  (2)

   (3)

일반적인 점토 지반의 압력에 대한 부피 변화량의 관

계를 Fig. 1과 같이 정규압밀선(normal consolidation line)

과 과압밀선(over-consolidation line) 개념을 이용해서 나

타낼 수 있다. 과압밀선은 팽창선(swelling line)이라고

도 하며, 작용된 응력(하중)의 증가는 응력 상태가 과압

밀선을 따라 정규압밀선으로 이동하게 된다. 추가적인 

응력증가로 두 선의 교차점을 통과하면 응력상태가 정

규압밀선을 따라 내려가며, 이는 탄성-소성경화 모델의 

응력-변형률 곡선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

다. 즉 Fig. 2와 같이 과압밀선은 초기 선형 탄성구간으

로 정규압밀선은 소성경화구간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하중을 받고 있는 흙이 전단파괴에 이르면 주응력비

가 일정한 값이 되고 그때 유효응력과 체적의 변화 없이 

전단변형만 무한히 발생하는 상태로 이어진다. 즉 한계

상태에서 흙은 체적변화가 없이 전단변형이 증가하면

서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구속압력이 다양한 상태에서 

파괴시 응력을 ′ 평면에 표시하면 Fig. 3과 같이 배

수시험(drained test)과 비배수시험(undrained test) 모두 

원점을 통과하는 한 직선상에 놓인다. 이것을 한계상태

선(Critical State Line)이라고 하며, 임의의 점토에 대하

여 유일하게 정의되는 곡선이다. 흙이 한계상태에 도달

하면 모든 응력경로는 한계상태선에 수렴하게 되며, 점

토가 항복하는 동안의 응력-변형율 거동을 Eq. (4)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

′
  (4)

이 모델(MCC)은 탄소성 등방재료의 성질을 갖는 연

약한 점토에 대한 배수 및 비배수 거동을 설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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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점토의 변형거동에 있어서 과압밀된 점토와 

같이 강성이 큰 토질재료의 연화변형률 거동은 표현이 

불가하고 경화변형률 거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

한 압밀의 크리프적 성질과 변형의 시간의존성은 포함

하지 않고 있다.

2.2 GPR 탐사

GPR 탐사는 10MHz～1GHz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 

펄스를 이용하여 천부 지하구조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다른 탐사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를 사용하므로 분해능이 높으며, 매질간 유전

율 차이에 의한 전자기파의 반사와 회절현상 등을 측정

하고 이를 해석하여 지질구조를 파악한다. GPR 탐사는 

특히 건조한 사암이나 역암 등의 구조에서는 전자기파

는 쉽게 투과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탐사 적용성을 갖는 

반면 점토층에서는 높은 전기전도도 때문에 전자기파

의 심도에 따른 감쇠 역시 커서 GPR 탐사의 적용이 어

렵다.

GPR 탐사에서 사용하는 10MHz～1GHz의 고주파 대

역은 전도전류에 비해 변위전류가 우세한 전파영역 속

하게 되며, 이 경우 전자기장의 거동은 파동방정식의 지

배를 받는다. 전파영역에서 GPR파의 거동특성 중에서 

주된 관심은 감쇠도와 속도이다. 평면 전자기파를 가정

할 경우 전파영역에서 감쇠상수(, [dB/m])와 위상상수

(, [rad/m])는 다음 Eq. (5), (6)과 같다.








 (5)

  (6)

여기서 σ는 전기전도도(S/m), ε은 유전율(F/m), μ는 투

자율(H/m), ω는 각 주파수이다. 따라서 GPR파는 매질

의 전도도가 클수록, 유전율이 작을수록 감쇠가 심하며 

주파수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100M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는 소위 이완효과에 의하여 감쇠상수가 급격

히 증가하므로 100M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GPR 

탐사기기의 가탐심도는 급격히 작아진다.

GPR 전파의 속도는 지하를 구성하는 암석의 투과율

이 진공에서의 값과 같다(

)고 가정하면 GPR 전파 

속도는(, [m/ns])을 다음 Eq. (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7)

GPR파의 전파속도는 주파수에 무관하며 단지 유전

율에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이때 

 


로 상대유전율, 

c는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도 0.3m/ns이며, GPR파

의 파장(λ, [m])은 다음 Eq. (8) 같다.

 









 (8)

여기서, 의 단위는 MHz이다. 지하를 구성하는 암석

의 상대 유전율은 3～30의 범위 내의 값을 가지므로 

GPR파의 전파속도는 0.06～0.175m/ns 이며, 물의 상대

유전율은 80으로 다른 물질에 비해 대단히 크다. 따라서 

지하 매질 내에 분포하는 수분의 함량은 레이다파의 거

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GPR파의 감쇠요인은 대략 3가지가 있다. 첫째, GPR

탐사에서 사용하는 송신 안테나는 점원이므로 송신원

에서 90°의 원뿔 형태로 전파된다. 따라서 송신 안테나

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의 크기는 1/r의 비율

로 감소한다. 둘째, 감쇠상수에 의하여 에너지의 일부가 

열로 변환되면서 신호의 크기가 감쇠하며 이를 흡수라 

한다. 셋째,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GPR파의 반사 및 투

과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있다. 수직입사를 가정할 때 

반사계수는 다음 Eq. (9)와 같다.

 










 (9)

여기서, 

,


는 경계면 양쪽에서의 상대유전율이다. 

따라서 각종 지질 잡음(미세균질포함)이 많은 지역의 

경우, GPR 탐사의 가탐심도가 작아진다.

GPR의 분해능은 시간적으로 인접한 두 반사 신호를 

구분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분해능은 주파수의 함수이

다. GPR 탐사에서 사용되는 송수신 안테나는 일정한 주

파수 대역 내의 신호만을 방사 또는 수신하도록 제작되

어 있으며, 이러한 주파수 대역을 안테나의 대역폭이라

고 한다. 또한 최대 반응을 나타내는 주파수를 안테나의 

중심주파수라 한다. 따라서 안테나마다 고유의 중심주

파수가 있으며, 대부분의 GPR 탐사기기는 중심주파수

와 대역폭이 같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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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ionship with variables of undergrou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GPR Exploration and Frequency

Measurement variable
Permittivity Conductivity Frequency

Low → High Low → High Low → High

Velocity of electromagnetic wave Fast → Slow

Attenuation High → Low Low → High Low → High

Depth of investigation Shallow → Deep Deep → Shallow Deep → Shallow

Wavelength Long → Short Long → Short

Resolution Low → High Low → High

(a) Floor plan (b) Cross-section

Fig. 4. Design for open-cut type excavation

탐지 가능한 물체의 최소크기를 분해능이라고 하는

데 이것은 토양에 따라 달라지며, 1파장 길이(

)의 절

반 값을 말하며, 분해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심주

파수가 커야한다. 그러나 중심주파수가 높아지면 분해

능은 향상되지만 GPR탐사에서 감쇠가 커서 가탐심도

가 작아진다는 양면성이 있어, 대상체의 개략적인 심도 

및 유전율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분해능보다는 

가탐심도를 우선하여 안테나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

다. GPR파의 속도는 유전율의 함수이므로 분해능은 매

질에 따라 달라짐을 유의하고, 주파수의 하한은 분해능

에 의해 결정되며, 상한은 가탐심도 및 지질잡음의 크기

에 좌우 된다(Table 1).

3. 굴착현장 주변 지반거동 분석

3.1 해석 단면 및 모델링

OO 굴착현장의 지반조건을 살펴보면 지표면으로부터 

G.L -4.8m까지 분포된 점토질 모래(Clayey Sand, SC)는 

점토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연약한 퇴적층으로 나

타났다. 그 아래의 실트질 모래(SM)는 G.L -10.7m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매우 조밀한 상태의 풍화토로 나타났

고, 그 아래에는 풍화암층이 분포하였다(Fig. 4 참조). 

OO 굴착현장의 시공순서는 케이싱 천공 후 PHC 말

뚝을 근입을 반복 시공하여 흙막이 벽체를 완성한다. 그 

후 띠장(Wlae), 스트럿(Strut)등을 설치하고 단계별 굴착

을 실시한다.

OO 굴착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지반이완영역

을 분석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MIDAS Information Tech-

nology Co., Ltd., 2015)을 실시하였다. 지반의 수치해석

에서는 원래 반 무한체인 해석영역을 굴착현장 주변으

로 한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굴착시 지하수위 저하로 인

한 변위나 응력의 변화가 거의 없는 위치에서 해석경계

를 정의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경계면 조건을 

굴착깊이의 약 3.5배, 연직 경계면 조건은 굴착깊이의 

약 4.5배를 적용하였다. 지반 전체요소는 회전이나 이동

과 같은 거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좌우경계에 

위치한 절점에 대해서 X 방향 자유도를 구속하였고, 바

닥경계에 위치한 절점에 대해서는 X, Y 방향 자유도를 

구속하였다(Fig.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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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deling of FEA

Table 2. Estimated initial parameters of soils and materials

Material
Modulus of 

deformation (kPa)

Poisson's 

ratio

Unit weight

(kN/m
3
)

Cohesion

(kPa)

φ

(°)
  

K

(cm/s)
Model

Clayey sand 7,300 0.35 18.0 - - 0.2 0.04 Estimate Modified cam clay

Weathered soil 66,100 0.3 19.0 26.6 27.3 - - - 0.00274 Mohr - coulomb

Weathered rock 274,000 0.3 21.0 30 33 - - - 0.000248 Mohr - coulomb

PHC pile 980,000 0.2 24.5 - - - - - - Elastic

Strut 19,613,300 0.2 76.5 - - - Elastic

유한요소해석에서 요소망의 크기와 수는 해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탄성변형구간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

하나 탄성변형을 넘어선 구간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요소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유한요소해석 시간에 큰 영향을 

주므로 본 연구에서는 거동변화가 큰 영역, 즉 굴착현

장과 그 인접 지반 영역에서는 요소망 크기를 0.3m로 

세분화하였으며, 응력의 변화가 거의 없는 위치에서는 

요소망 크기를 1m로 하여 Fig. 5와 같이 요소망을 분할

하였다.

수치해석은 시공단계 해석으로 수행하였다. 현장의 

시공단계는 매우 복잡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해석에

서는 이를 단순화 하여 비중이 큰 시공단계를 중심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공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지반 조건상태, 두 

번째 조건에서는 벽체시공, 세 번째 조건에는 1단굴착 

및 스트럿 설치, 네 번째 조건에는 2단 굴착 및 스트럿 

설치, 다섯 번째 조건에는 3단 굴착 및 스트럿 설치, 마

지막 단계에서는 최종굴착 순으로 구분하였다. 

점토지반에서의 체적변화는 간극수압의 변화로 인하

여 발생된 수두차에 의해 흙 속에서 물이 흘러나가면서 

압밀이 발생한다. 따라서 점토지반의 체적변화를 고려

하기 위해서는 압밀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점토지반에서의 간극수압 변화로 인한 압밀을 

고려하기 때문에 Modified Cam Clay 모델을 사용하여 

압밀을 고려한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3.2 지반 물성치 평가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용된 지반 물성치

는 실내시험과, 현장시험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실내시

험은 함수비, 입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을 실

시하였으며, 현장시험은 표준관입시험, 현장투수시험, 공

내재하시험, 공내전단시험, 피에조콘시험을 실시하여 투

수계수, 변형계수, 점착력, 내부마찰각, 과압밀비 등을 산

정하여 지반의 물성치 선정에 고려하였다(Table 2 참조).

점토지반의 물성치는 보통 1차원 압밀실험으로부터 

얻어지며, 간극비()에 대한 log의 그래프로부터 

압축지수(

)와 재압축 지수(


)를 얻을 수 있다. 압축

지수와 재압축 지수는 정규압밀선 기울기()와 과압밀

선 기울기()로 부터 Eq. (10), Eq. (11)와의 관계를 갖

는다.

 
ln




 (10)

 
ln




 (11)

본 연구에서는 NAVFC(1971)에서 제안된 경험식 Eq. 

(12)을 이용하여 압축지수(

)를 산정하였으며, 재압축 

지수(

)의 값은 압축지수(


)의 5～10% 범위 내에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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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clayey sand parameters for the sensitivity 

analysis

Soils K (cm/sec) M

Clayey 

sand

Case 1 0.0005 0.1, 0.3, 0.5, 0.7, 1

Case 2
0.0002, 0.0003, 0.0005

0.001, 0.003, 0.007
0.7

(a) Ground subsidence (b) Groundwater change

Fig. 6. Numerical analysis due to variation of critical state line (M)

 

(a) Ground subsidence (b) Groundwater change

Fig. 7. Numerical analysis due to variation of Hydraulic Conductivity






  (12)

여기서, 

는 지반의 초기간극비 이다.

한계상태선의 기울기()은 3축압축시험으로부터 유

효 전단 저항각(배수시험에 의한 전단 저항각)과의 관

계를 통해서 Eq. (13)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sin

sin
 (13)

수치해석에서 지반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지반 특성치들이 요구되는데 간접적으로 

추정된 지반 특성치들을 이용한 수치해석에는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반 물성치의 민

감도 분석을 통해 신뢰성 있는 지반 특성치를 추정하였

다. 민감도 분석을 위해 지반 특성치를 Table 3과 같이 

변화시켜 역해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된 지반의 물성치를 이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 Fig. 7에 나타내었다. 

Case1의 해석 결과(Fig. 6), 한계상태선의 기울기가 증

가할수록 굴착현장 주변의 지반 침하량은 크게 나타났

다. 또한 굴착현장 내부의 지하수 유출량은 한계상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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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Groundwater changes by excavation stage

(a) Ground subsidence (b) Groundwater change

Fig. 8. As a result of numerical analysis

의 기울기가 증가할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굴착현장과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는 지하수위는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계상태의 기울기(M)가 중가 

할수록 연화(softening)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첨두 강도

와 잔류 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Case2의 해석 결과(Fig. 7)는 투수계수가 커질수록 굴

착바닥면 내부의 지하수 유출량은 증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굴착현장 주변의 지반 침하량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간극수압 소산 속도의 증가로 지하수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해석결과 및 분석

점토에 대한 물성치 평가를 위한 민감도 분석한 결과

로부터 점토에 대한 한계상태선의 기울기 및 투수계수

의 값을 조정하여 재해석한 결과, 점토층의 한계상태선

의 기울기(M) 0.7과 투수계수(k) 0.0005cm/sec를 사용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적으로 판단되었다(Fig. 8, Fig. 9 

참조).

굴착 단계별 지반침하 결과를 Fig. 8(a)에 나타내었다. 

굴착 1단계에서는 지반침하는 크게 발생하지 않으며, 지

하수위도 저하되지 않았다. 하지만 굴착 3단계에서는 굴

착 부지에서 5m 범위 내에 지반침하가 크게 발생하였으

며, 굴착 마지막 단계에서는 급격히 지반침하가 발생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굴착 마지막 단계에서의 지반침

하는 Fig. 8(a)와 같이 0.7m까지 발생하였으며, 현장에서 

측정된 지반침하는 Photo 1과 같이 최대 0.85m의 굴착 

부지에서 2m 범위 까지 나타났다. 이는 수치해석 결과

와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굴착 단계별 지하수위 변화 결과를 Fig. 8(b)에 나타

내었다. 굴착 1단계에서는 굴착깊이가 지하수위 보다 

낮아 지하수위 변화는 없었으며, 굴착 2단계, 3단계에서

는 굴착 부지 20m 범위 밖에서는 지하수위 변화는 미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실측한 지하수위 자료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Fig. 9에 보이는 바와 같

이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굴착 마지

막 단계에서 수치해석에서는 지하수 유출량의 증가로 

지하수위가 급격히 저하가 되었으나, 현장에서는 굴착 

마지막 단계에서 굴착 내부 방수처리를 통해 지하수의

를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 따라서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해석결과를 굴착 3단계와 마지막 단계를 보정하여 수치

해석 결과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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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Subsidence for surrounding ground of excavation site

Fig. 10. GPR exploration mode (Reflection mode)

4. 굴착현장 주변 GPR 탐사

중심 진동수가 500MHz 정도인 높은 진동수의 안테

나를 사용할 경우에 탐사깊이는 지하의 전기비저항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은 최대 2～3m 정도이다. 이 경우 

지하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이상체를 탐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지하수면에서 상당량의 에너지

가 반사되어 그 아래로 전파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비저항이 낮

은 점토지반, 습지 등에서는 지하 깊은 곳에서의 반사 

신호를 수신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지하 깊

은 곳의 이상체를 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전기

비저항이 높은 지반에서 중심 진동수가 100MHz 이하

인 낮은 안테나를 이용하면 10m 이상의 깊이까지 탐사

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m 미만의 깊이에 있

는 이상체를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는 얕은 

곳에서의 반사파가 송신 안테나에서 수신안테나로 직

접 전파된 직접파에 묻혀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심 주파수 250MHz를 이용하여 

연약한 퇴적층을 반사법에 의한 방법으로 탐사를 실시

하였다. 반사법은 Fig. 10과 같이 송신기와 수신기를 일

정한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일정한 간격(X)으로 이동 

시키면서 조사하는 방법이다. 

굴착 시공전 GPR 탐사를 실시하여 지반의 상태를 파

악하였다. GPR 탐사결과, Fig. 11과 같이 유전율이 다른 

지층 약 G.L -1.0m에서 경계면의 반사파를 획득하였으

며 그 아래는 전기비저항이 낮은 점토층이 G.L -1.7m 

까지 유전율이 다른 경계면의 반사파를 획득하였다. 그 

아래는 지하수면이 지표아래 G.L -2.5m에 분포하고 있

어 전자기파가 지하수면을 통과함에 따라, 전자기파의 

감쇠가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착 시공 완료 후 GPR 탐사를 실시하여 지반의 상

태를 파악하였다. GPR 탐사결과, Fig. 12와 같이 지층에

서 약 G.L -0.5m 아래는 유전율이 다른 경계면의 반사

파를 획득하였으며 그 아래는 전기비저항이 낮은 점토

층이 G.L -1.1m 까지 유전율이 다른 경계면의 반사파를 

획득하였다. 굴착 공사 완료 후 Fig. 9의 지하수면을 살

펴보면 굴착현장에서 인접한 곳은 지표아래 약 G.L -7m

에 위치하고 있으나, 굴착현장에서 약 20m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Fig. 8(b)의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지하수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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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y scale (plus is black and minus is white of amplitude)

(b) Radar waveform

Fig. 11. GPR exploration before excavation

지표아래 약 G.L -5m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

착 시공 전 GPR 탐사(Fig. 11(b)) 결과, 지하수위면 아래

는 전자기파의 감쇠가 심하게 일어나 전자기파가 투과

하지 못하여 지하수면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굴착 시공 

후 지하수 저하에 따른 지하수면의 위치(Fig. 12(b))는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전기비저항이 대체로 

낮은 점토층이 두꺼워 전자기파의 감쇠가 심하게 일어

나 지하수면 위 점토층(G.L -4m～-5m)에서 전자기파가 

감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착 시공 전･후의 GPR 탐사 결과(Fig. 11, Fig. 12)

를 비교한 결과 연약한 퇴적층의 두께는 0.5m 압축하였

으며, 그 아래 전기비저항이 낮은 점토층도 0.1m 압축

하였다. 이는 지하수 저하로 인해 간극수압이 감소하게 

되어 지반내 간극률의 변화로 인한 지반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층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심도 2.0m까

지 터파기를 실시하였다. 상부층의 전기적 특성은 지표 

아래의 0.5m, 1.25m, 2.0m 위치에서 측정을 하였으며 

측정을 위한 TDR센서는 GS3을 사용하였다. GS3 센서

는 미국의 Decagon사에서 제조 하였으며, 체적함수비

와 전기전도도의 값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Photo 2 

참조). 

Decagon Devices, Inc.(2016)가 실험에 의해 제안한 

유전상수()와 체적함수비(VWC)의 관계를 Eq. (14)에 

적용하여 체적함수비를 산정하였다.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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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y scale (plus is black and minus is white of amplitude)

(b) Radar waveform

Fig. 12. GPR exploration after excavation

     

Photo. 2. Measuring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clayey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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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lectrical properties of clayey sand

Ground layer properties No Depth Constan dielectric Volumetric water content (%) Conductivity (mS/m)

Clayey sand #1 0.5 m 12.2 27.0 1.2

Clay
#2 1.25 m 10.3 22.8 2.7

#3 2.0 m 11.5 25.5 3.0

지표아래 전기적 특성은 Table 4와 같이 측정하였다. 

측정된 점토질 모래의 #1의 위치는 #2, #3위치에 비해 

점토 함량이 작아 유전상수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Han and Yoo(2017) 실험에 의해서 증명한 

불포화 상태의 조립한 모래의 유전상수와 전기전도도

의 값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동일한 점토질 

모래에 대해서 #2의 위치는 #3 위치에 비해 점토 입자

의 이중충(double layer) 두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유전상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e, 1958).

굴착 완료 후 GPR 탐사 결과(Fig. 12)와 현장에서 측

정한 지층의 전기적 특성(Table 4)을 비교한 결과 유사

한 경향을 보였으며, 지표아래 약 G.L -0.5m의 위치에

서는 매립층, 그 아래 G.L -1.2m의 위치에서는 전기비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토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 아

래의 위치에서는 전기적특성이 다른 점토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굴착 현장에서 지하수흐름 변화에 따

른 주변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

였으며, GPR탐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연약한 점토층에서 개착식 굴착공사로 인하여 지하

수위의 흐름변화(4.5m 저하)는 지반내 간극률의 변

화로 인한 지반변형(0.7m 침하)이 발생하였으며, GPR 

탐사결과 상부 점토층의 체적변형은 약 0.6m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착식 굴착공사에 있어서 지반침하는 여러 가지 요

인에 따라 발생 할 수 있으며, 특히 연약지반 조건일 

경우에는 지하수위 흐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지하안전법에서 제시하

고 있는 굴착깊이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규모 

결정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한계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반침하가 발생가능성이 있

는 연약한 지반존재, 지하수의 흐름의 급격한 변화

가 예상되는 구간 등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규모

결정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전기비저항이 낮은 점토층에서 GPR 250MHz의 전

자기파는 4m～5m까지 투과가 가능하였으나, 지하

수면(G.L -2.5m)이 존재할 경우에는 전자기파의 감

쇠가 심하게 일어나 그 아래는 투과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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