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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0년 서울에서 도로 하부에 최대 폭 길이가 2m가 넘

는 거대 지하 공동(underground cavity)이 발생하였고 도심

지에 수많은 지하 공동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지하 공동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Lee and Kang, 2014). 

지하 공동은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현장의 지질에 따라 다양

한 양상을 보이고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발

생 시 신속히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Lim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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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ventional representative underground cavity restoration methods, which are mainly open-cut methods, require high 

cost and long period of time for the restoration. Therefore, various trenchless restoration methods have been proposed to 

improve these disadvantages. The underground cavity restoration method using the expansive material proposed in this paper 

is one of the trenchless methods. This method fills the underground cavity with high quality backfill soils through the small 

hole(s) at asphalt layer and compacts backfill soils by insertion of the expansive material within the cavity. In this study, 

the restoration method using expansive material was constructed in acrylic chamber. The restoration efficiency of the method 

was analyzed by the fill ratio and degree of relative compact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and number of bore holes.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restoration efficiency and the optimum construction location were found to be irrelevant.

요   지

대표적인 지하 공동 복구공법인 개착 공법은 공사비 및 시공시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비 개착식 공법이 제시되고 있다. 팽창재료를 이용한 지하 공동 복구공법은 비 개착식 공법 중 하나로 공법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아스팔트층에 천공된 구멍을 통해 양질의 되메움토와 팽창재료를 공동 내로 투입하면, 투입된 팽창재료에 의해 주변 

되메움토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으로 밀려남과 동시에 다져지면서 공동을 복구하는 원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을 

모사한 아크릴 토조에 팽창재료를 이용한 지하공동 복구공법을 시공하였다. 공동의 복구효율은 팽창재료의 투입 위치와 개수에 

따른 공동의 채움율과 상대 다짐도로 분석하였으며, 실험결과 공동의 복구효율과 최적 시공 위치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eywords : Underground cavity, Expansive material, Restoration method, Fill ratio, Degree of relative compaction, Restora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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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동의 발생 조건 및 현장 여건이 다양하여 지하 

공동의 발생 및 확장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현재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대략적인 메커니즘만 확인된 상

태이다. 지하 공동은 주로 하수관로(폐하수관 미폐쇄, 관

로 연결 처리 불량 등)에 의해 발생하며 관로의 접합부나 

균열부를 통해 관내로 토사의 유실이 발생하게 되어 작은 

공동이 생성되게 된다. 이후, 지하 공동 주면 응력이완 영

역의 확장과 지속적인 토사의 유출 때문에 작은 공동 점차 

확장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큰 공동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 공동의 복구방안으로는 크게 

개착식 공법과 비 개착식 공법으로 구분된다. 개착식 공법

은 일부 도로 아스팔트 포장 층을 해체하고 흙을 되메워 

다지는 공법으로 공동을 직접 확인하고 복구할 수 있는 가

장 확실한 공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착식 공법은 공사비

가 많이 들고 시공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지하 공동 복구

를 위해 도로의 차단이 필수적이므로, 교통통제 민원 발생 

등으로 최근에는 개착식 복구공법 대신 비 개착식 복구공

법이 지하 공동의 복구공법으로써 선호된다(Lee et al., 

2018). 비 개착식 공법은 대표적으로 아스팔트 포장 층을 

천공하고 공동을 시멘트계 충전재를 이용하여 채우는 그

라우팅 공법이 있으나 6가 크롬(Cr6+)의 유출과 같은 환경

적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멘트계 충전재를 대체하여 

친환경적인 수용성 무기질계 충전재료를 이용한 복구 방

안(Yu et al., 2017), 팽창재료를 이용한 방법(Hong et al., 

2017)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팽창재료를 이용한 비개착 복구공법은 되메움재료와 

스스로 팽창하는 팽창재료(대기압에서 팽창 완료 부피는 

원재료 팽창 전 부피 대비 20∼30배 되는 재료)를 이용하

여 지하 공동을 복구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은 지하 공동

이 발생한 지반의 상부 아스팔트층에 천공 장비를 이용하

여 천공한 후 먼저 되메움토를 투입하여 지하 공동을 느슨

하게 메우고 팽창재료를 되메움토에 투입하여 주변 토양

을 다질 수 있는 공법이다. 해당 공법은 시공이 간단하여 

시공시간이 적고, 큰 시공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도로의 

교통 제한이 최소화되어 민원 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된 비개착 공법은 팽창재료와 되메움토

가 공동의 상부 아스팔트의 천공된 구멍을 통해 공동 내로 

주입되기 때문에 천공 위치와 개수는 주요 설계 인자이다. 

따라서, 천공 위치와 개수 등에 따른 공동에 투입되는 되

메움토의 부피를 측정하여 최적의 천공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되메움토와 팽창재료의 

투입 위치, 즉 천공 위치에 따른 되메움토의 투입량 및 복

구효율을 분석하기 위해 실내실험을 진행하였다. 실내실

험 이후, 공동의 복구 절차별 공동 내 채움율과 되메움토

의 상대 다짐도를 분석하였으며, 천공 위치 및 개수에 따

른 복구효율과 최적 시공 위치를 제시하였다.

2. 팽창재료를 이용한 지하 공동 복구공법

2.1 시공 절차

Hong et al.(2017)이 제안한 팽창재료를 이용한 복구공

법의 절차는 Fig. 1과 같다. 먼저 지하 공동 탐사를 통해 

지하 공동이 발견되면, 공동 상부 아스팔트 포장 층에 직

경 5cm의 1∼3개의 수직 구멍을 천공한다. 이후, 천공된 

구멍을 통해 되메움토를 공동 내부로 투입하고 진동 바이

브레이터를 이용하여 최대한 공동을 채우면 팽창재료가 

투입될 공벽 형성을 위해 물을 투입하고 바이브레이터로 

수직 공벽을 형성한다.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여 공벽이 

형성되면 주입장치를 통해 팽창재료를 공벽 내부로 투입

한다. 팽창재료가 공동 내부에 시공이 완료되면 팽창재료

와 되메움토가 천공된 구멍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마개

로 봉한다. 마지막으로 팽창재료의 팽창이 완료된 후 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장치를 이용하여 공동 내

부의 채움 정도를 확인한다.

Fig. 1. Procedure of underground cavity restoration method 

using expansiv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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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공 원리

팽창재료를 이용한 지하 공동 복구공법의 시공 원리는 

Fig. 2와 같다. 지하 공동에 되메움토(backfill soil)를 투입

하면 지하 공동은 되메움토에 의해 채워지지만, 중력만으

로는 공동 내부를 완전히 채우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빈 

곳을 메우기 위하여, 공동에 공벽을 생성하고 팽창재료

(expansive material)를 삽입한다. 투입된 재료가 팽창하면

서 주변의 되메움토를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으로 밀

어냄과 동시에 다짐효과를 주어 공동의 채움율과 상대 다

짐도를 확보하면서 복구하게 된다. 이때, 공동에 투입된 

팽창재료는 구속압이 없는 대기압 환경에서는 약 20∼25

배 팽창하지만, 공동 내부에서는 주변 되메움토의 구속압

에 의해 약 10∼15배 정도로 팽창한다.

3. 팽창재료를 이용한 지하 공동 복구공법 실내실험

3.1 팽창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팽창재료는 우레탄계 팽창재료

이다. 우레탄계 팽창재료는 폴리올(polyol)과 이소시아네

이트(isocyanate)로 구성된다. 액체 상태인 폴리올과 이소

시아네이트를 배합시킬 경우 재료의 팽창 및 고결이 발생

하여 고체 상태의 우레탄으로 합성된다. 해당 반응을 우레

탄 반응이라 하며 Fig. 3에 따라 주제의 폴리에테르 폴리

올(polyether polyol)과 경화제의 ‘OCN-’ 계열의 이소시아

네이트가 반응하여 ‘–NHCOO-’의 우레탄계 결합을 이룬

다. 이때, 우레탄 반응에 따른 강도, 팽창량, 고결 시간과 

같은 결합 특성은 수산기 화합물별 종류나 주제 및 경화제

의 배합 비율, 양, 온도 등에 따라 다양한 성질을 가진다

(Kim and Youn, 2009).

3.2 팽창재료 포켓의 종류에 따른 팽창부피 실험

반응 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팽창재료를 액체 상태로 

공동 내부에 주입될 시, 주변 되메움토와 원지반의 간극을 

통해 유출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팽창재료를 신축성이 좋은 전용 포켓에 담아 공동 내부로 

투입하여야 한다.

전용 포켓의 경우 길이 및 두께에 따라 팽창재료의 팽창

량 및 압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켓 내부에 담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의 차이를 주기 위해 

길이 5cm와 6cm, 신축성 및 인장강도에 따른 영향 확인을 

위해 두께를 1.5mm, 2mm, 3mm로 하여 총 6종류의 포켓

을 제작하였다.

모형 토조 실험에서 팽창재료가 주입될 적절한 포켓과 

주입량을 선정하기 위해 포켓의 길이 및 두께, 주입량에 

따른 팽창재료의 부피 증가비를 분석 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 실험은 구속이 없는 조건의 포켓에 팽창재료를 

주입한 뒤, 팽창과 경화가 완료된 이후 팽창재료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실험결과 같은 두께의 경

우 길이가 짧을수록 팽창이 더 크게 발현되었고, 같은 길

이의 경우 두께가 얇을수록 팽창부피 비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포켓의 길이가 길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팽창재료

에 작용하는 포켓의 구속압이 강하기 때문에 팽창부피가 

감소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팽창재료의 주입량에 따라

서는 큰 경향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팽창재료가 대기압

에서 일정한 팽창부피 비(약 20∼25배)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해당 실험결과를 토대로 적절 포켓의 길이는 같은 부피

의 팽창재료를 주입하였을 때 가장 큰 팽창부피 비를 보인 

길이 5cm, 두께 1.5mm로 선정하였다. 주입량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모형 토조 실험에 

적절한 주제 10mL, 경화제 10mL 총 20mL의 팽창재료를 

주입하였다.

Fig. 3. Brief description of chemical response of urethane 

reaction (modified after Kim and Youn, 2009)

Fig. 2. Principle of underground cavity restoration method 

using backfill soils and expansiv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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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형 공동 모사

본 연구에서 모형 공동으로 가정한 아크릴 토조는 대한

민국 ○○시의 평균 공동 크기인 폭 0.88m, 높이 0.47m 

(Lee et al., 2017)를 참고하여, 폭 1.0m, 높이 0.5m의 직사

각형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토조의 폭이 긴 경우 토조 내

부에 투입된 되메움토의 부피와 팽창재료의 거동을 확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공구멍의 지름인 5cm로 제작하여 

2차원적으로 표현하였다. 토조와 결합용으로 제작한 덮개

에는 지름 5cm의 공을 간격 18.75cm로 총 5개를 천공하

였으며, 팽창재료의 압력에 의해 위로 들리지 않도록 덮개

의 뚜껑과 덮개 사이에 나사를 사용하여 고정하였다(Fig. 4).

3.4 실험 종류 및 방법

실험 Case는 토조에 상부에 천공된 5개의 공(Fig. 4(b))

의 오른쪽 그림에 표시한 천공 번호 참조]중 위치와 개수

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하나의 공에만 시공

을 하는 경우는 3번 공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4번, 5번 공에 대한 시공은 생략하였으며, 1번, 2번, 

3번 공에 대한 시공만 진행하였다. 또한, 2개 이상의 공에 

시공하는 경우는 좌우 대칭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공동 채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Table 2와 같다.

우리나라 공동의 평균 크기가 폭 1m를 넘지 않기 때문

에 3개 이하의 천공으로도 충분히 공동을 복구할 수 있다. 

Table 1. Expansion volumes of expansive materials for different pocket types and original volumes

Case
Polyol 5mL +

Isocyanate 5mL

Polyol 10mL +

Isocyanate 10mL

Polyol 12.5mL +

Isocyanate 12.5mL

Length

of pocket

Thickness of 

pocket
Expansion volume (times) Expansion volume (times) Expansion volume (times)

5 cm 1.5mm 247.31mL (24.73 times) 452.05mL (22.60 times) 614.29mL (24.57 times)

6 cm 1.5mm 233.55mL (23.36 times) 450.90mL (22.55 times) 589.91mL (23.60 times)

5 cm 2.0mm 216.71 mL (21.67 times) 422.18mL (21.11 times) 558.86mL (22.35 times)

6 cm 2.0mm 196.60mL (19.66 times) 415.63mL (20.78 times) 553.21 mL (22.13 times)

5 cm 3.0mm 194.13mL (19.41 times) 390.98mL (19.55 times) 546.76mL (21.87 times)

6 cm 3.0mm 192.72mL (19.27 times) 366.97mL (18.35 times) 490.15mL (19.61 times)

(a)

(b)

Fig. 4. Dimension and pictures of model chamber: (a) Acrylic chamber copied cavity, and (b) Acrylic cover copied bore holes 

and asphal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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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 천공할 경우 비용 및 시간상으로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4개 이상의 공을 사용하는 Case는 배제하였다. 실험 

이후 각 Case 별 채움율(fill ratio)과 상대 다짐도(degree 

of relative compaction)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구효

율이 가장 뛰어난 Case를 파악하였다.

실내실험은 앞서 설정한 실험 Case에 따라 실제 지하 

공동 복구공법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대로 묘사하였다. 실

험을 통해 천공 개수에 따라 채움율 및 상대 다짐도로 대

변되는 복구효율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

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였다.

(1) 토조에 Case 별로 되메움토를 최대로 투입하고 총 

투입된 되메움토의 부피를 측정하여 토조의 초기 채움율

과 상대 다짐도를 측정한다(Fig. 5). 이때, 초기 채움율

(Fr,0)은 되메움토와 토조의 부피비이다. 초기 공동 내부의 

되메움토 상대 다짐도(Rd,0(soil))는 초기 투입된 되메움토의 

건조 단위 중량과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의 비로 초기 투입

된 되메움토의 건조 단위 중량은 투입된 모래의 무게를 부

피로 나누어 계산하며, 공동의 상대 다짐도(Rd,0(cavity))는 

투입된 되메움토의 무게를 공동의 부피로 나누어 계산한

다(식(1)∼식(3)).

  (1)

 
max

 

max


 (2)

 
max


 (3)

여기서, V0는 토조에 투입된 되메움토의 부피, VC는 아크

릴 토조의 부피, γd,0는 되메움토의 초기 건조 단위중량, 

W0는 토조에 투입된 되메움토의 무게이다. γd,max는 되메

움토의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다.

(2) 팽창재료를 이용한 복구공법 절차상 진동 다짐을 통

해 공동 내부에 되메움토를 최대로 채워야 한다. 진동 다

짐은 3번 이상 수행할 경우 채움이 진행되지 않아 총 다짐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였으며, 각각의 횟수마다 채움율과 

상대 다짐도를 식 (4)∼식 (6)에 따라 측정하였다. 바이브

레이터는 약 10∼15초 정도 사용되었으며, 투입 공이 2개 

이상일 경우 진동 다짐을 모든 투입 공에 사용하였다(Fig. 6).

 




  (4)

 
max

 






max


 (5)

Table 2. Experiment cases varying number and locations of holes

Cases
Number of 

hole

Location of 

hole
Cases

Number of 

hole

Location of 

hole
Cases

Number of 

hole

Location of 

hole

1-1

1

1
2-1

2

1, 2 3-1

3

1, 2, 3

2-2 1, 3 3-2 1, 2, 4

1-2 2
2-3 1, 4 3-3 1, 2, 5

2-4 1, 5 3-4 1, 3, 4

1-3 3
2-5 2, 3 3-5 1, 3, 5

2-6 2, 4 3-6 2, 3, 4

Fig. 5. Process of experiment 1 (Insertion backfill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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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6)

여기서, n은 진동 다짐횟수이며, Fr,n은 진동 다짐을 n 회 

진행한 후 토조의 채움율이며, Vn은 진동 다짐을 n 회 진

행한 후 늘어난 되메움토의 부피, Wn은 진동 다짐을 n 회 

진행했을 때 추가로 투입된 되메움토의 무게, Rd,n(soil)은 진

동 다짐을 n 회 진행했을 때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도이며, 

Rd,n(cavity)는 진동 다짐을 n회 진행했을 때 토조의 상대 다

짐도 이다. γd,n은 진동 다짐을 n회 진행하였을 때의 되메

움토의 건조 단위 중량이다.

(3) 진동 다짐을 통한 되메움토의 채움이 완료되면 공벽 

생성을 위한 물을 1L가량 해당 공에 투입하고 바이브레이

터를 사용하여 공벽을 생성한다. 이후 공동 높이에 맞춰 

팽창재료가 포함된 포켓을 투입하고 최종 채움율과 상대 

다짐도를 식 (7)∼식 (9)에 따라 계산하였다. 이때 팽창재

료는 앞서 선정된 길이 5cm, 두께 1.5mm 포켓에 주제 

10ml와 경화제 10ml 총 20ml를 투입하였으며, 한 공당 6

개의 포켓을 시공하였다(Fig. 7). 

    ×  (7)

 
max

 

max


 (8)

 
max


 (9)

여기서, Fr,f은 시공 완료 후 토조의 채움율이며, Vf는 시공 

완료 후 늘어난 되메움토의 부피, Ve은 팽창이 완료된 팽

창재료의 부피이다. Wf는 시공 완료 후 되메움토의 무게

이며, 되메움토가 추가로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Wn과 같

다. Rd,f(soil)은 시공 완료 후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도이며, 

Rd,f(cavity)는 시공 완료 후 토조의 상대 다짐도이다. γd,f는 

시공 완료 후 되메움토의 건조 단위 중량이다.

4. 팽창재료를 이용한 공동 채움 시 채움율 및 다

짐도 분석

4.1 초기 채움율 및 다짐도

실험에 사용한 되메움토는 균질한 모래를 사용하였으

며, 실험 이후, 공동과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도를 구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최대 건조 단위 중량 시험(JIS　A1224, 2019)

Fig. 6. Process of experiment 2 (After vibrating compaction)

Fig. 7. Process of experiment 3 (After constructing expansiv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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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실험에 사용한 모

래를 #200체(Sieve size = 0.075mm)에 걸러낸 후, 잔류하

는 모래를 몰드에 10층으로 나누어 투입함과 동시에 고무

망치로 층당 100회 타격하여 진행한다. 시험결과, 실험에 

사용한 되메움토의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함수비가 없을 

때, 1.73g/cm3로 산출되었다.

팽창재료 적용 없이 되메움토만으로 토조를 채운 모습

은 Fig. 8과 같다. 토조를 2차원 조건에 가깝게 제작하였기 

때문에 투입된 되메움토의 표면이 매끄럽고 균질하게 분

포되어 부피를 측정하기 용이하였다. 측정 결과 3개의 공

에 되메움토를 투입하였을 경우 되메움토만으로 토조의 

대부분이 채워졌으며, 2개의 공의 경우 토조의 반 이상을 

되메움토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되메움토만을 사용하여 아크릴 토조를 채웠을 때의 초

기 채움율과 상대 다짐도는 Table 3과 같다. 평균적으로 

공 하나에 되메움토를 투입하였을 때보다, 2개 3개의 공에 

되메움토를 투입하였을 때 더 많은 되메움토가 투입되었

다. 1개의 공에만 되메움토를 투입하였을 경우, 토조 중앙

에 시공된 Case 1-3의 채움율이 71.33%로 가장 큰 값을 

가졌다. 공 2개에 되메움토를 투입하였을 경우, Case 2-6

에서 81.63%의 채움율 값을 보였으며, 이는 몇몇 3개의 

공에 투입하였을 경우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

(a)

(b)

(c)

Fig. 8. Acrylic chamber filling experiment results; (a) 1 bore hole, (b) 2 bore holes, and (c) 3 bore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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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개의 공에 투입하였을 경우 모두 80% 이상의 채움율

을 보였으며, Case 3-6의 경우 90%에 가까운 채움율을 보

였다.

상대 다짐도의 경우, 되메움토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Case 2-5와 Case 3-4에서 각각 0.827과 0.843으로 큰 값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0.79에서 0.84 사이의 값을 기록하였

다. 하지만 상대 다짐도의 경우 되메움토만을 투입하고 별

다른 다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으며, 상대 

다짐도와 채움율 사이에도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토조를 기준으로 한 상대 다짐도의 경우, Case 

3-5에서 0.726으로 가장 큰 값을 보였으며, Case 1-1의 경

우 가장 작은값인 0.343을 보였다. 토조를 기준으로 한 상

대 다짐도의 경우 되메움토가 아닌 토조의 부피를 기준으

로 하므로,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을 값을 보였으며, 토조의 채움율이 증가할수록 상대 다짐

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2 진동 다짐 후 채움율 및 상대 다짐도

Fig. 9는 진동 다짐 이후 각 천공 개수에 해당하는 대표

적 사례를 나타낸다(Cases 1-3, 2-4, 3-5).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여 토조 내의 되메움토를 다지는 경우 바이브레이

터에 의해 되메움토가 밀려나면서 볼록한 형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캐드를 이용하여 토조의 단

면을 입체적으로 스케치한 뒤, 스케치한 단면의 부피를 도

출하는 방식으로 되메움토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진동 다짐 이후 토조의 채움율과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

도는 Table 4와 같다. 1개의 공에만 되메움토를 투입하였

을 경우, 진동 다짐 이후 채움율이 6∼9% 정도 상승하였

다. 이때, 2번 공과 3번 공에 진동 다짐을 한 Case 2-5의 

경우 채움율이 약 77%까지 상승하였다. 2개의 공에 되메

움토를 투입하였을 경우, Case 2-4와 Case 2-5를 제외하면 

모두 90%가 넘는 채움율을 보였다. 3개의 공에 바이브레

이터를 사용하였을 경우 모두 95% 이상의 채움율을 보였

으며, 되메움토만으로 공동을 복구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

를 보였다.

상대 다짐도의 경우 되메움토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Cases 1-2, 1-3, 2-1, 2-4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이는 진동 

다짐에 의해 흙이 밀려날 공간이 많아 부피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의 Case에서는 상대 다짐도가 0.9에 가까운 

값을 보였고, 이 중 Cases 3-6의 경우 0.914로 가장 큰 상대 

다짐도 값을 보였다. 토조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았을 때, 모

든 Cases에서 상대 다짐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Case 3-6에서 0.895의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채움율이 9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되메움토와 토

조의 상대 다짐도가 점차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 Cavity restoration acrylic chamber experiment results

Case
Number of 

hole(s)

Location(s) 

of hole(s)

Volume of 

chamber (cm3) 

Volume of 

backfill soil (cm3)

Fill ratio 

(%)

Degree of relative 

compaction of 

backfill soil

Degree of relative 

compaction 

within cavity

1-1 1 1 25,000 10,750 43.00 0.798 0.343 

1-2 1 2 25,000 15,358 61.43 0.811 0.498 

1-3 1 3 25,000 17,832 71.33 0.780 0.556 

2-1 2 1, 2 25,000 16,334 65.34 0.798 0.521 

2-2 2 1, 3 25,000 19,894 79.58 0.795 0.632 

2-3 2 1, 4 25,000 20,408 81.63 0.796 0.650 

2-4 2 1, 5 25,000 18,250 73.00 0.800 0.584 

2-5 2 2, 3 25,000 19,536 78.15 0.827 0.646 

2-6 2 2, 4 25,000 21,598 86.39 0.797 0.689 

3-1 3 1, 2, 3 25,000 20,769 83.08 0.801 0.665 

3-2 3 1, 2, 4 25,000 22,214 88.86 0.805 0.715 

3-3 3 1, 2, 5 25,000 21,025 84.10 0.805 0.677 

3-4 3 1, 3, 4 25,000 21,274 85.10 0.843 0.718 

3-5 3 1, 3, 5 25,000 21,955 87.82 0.758 0.665 

3-6 3 2, 3, 4 25,000 22,473 89.89 0.8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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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 Experiment result after vibrating compaction without using expansive material: (a) Case 1-3, (b) Case 2-4, and (c) Case 3-5

Table 4. Obtained degree of compaction after vibrating compaction(s) without expansive material

Case
Number 

of holes

Location(s) 

of hole(s) 

After 1st compaction After 2nd compaction After 3rd compaction

Fill ratio, 

Fr,1 (%)

Degree of 

relative 

compaction 

of backfill 

soil

Degree of 

relative 

compaction 

within cavity

Fill ratio 

Fr,2 (%)

Degree of 

relative 

compaction 

of backfill 

soil

Degree of 

relative 

compaction 

within cavity

Fill ratio 

Fr,3 (%)

Degree of 

relative 

compaction 

of backfill 

soil

Degree of 

relative 

compaction 

within cavity

1-1

1

1 47.78 0.814 0.389 49.90 0.835 0.417 53.18 0.881 0.469 

1-2 2 63.65 0.863 0.549 69.01 0.851 0.587 72.09 0.850 0.612 

1-3 3 71.31 0.860 0.615 73.36 0.907 0.665 77.51 0.885 0.686 

2-1

2

1, 2 68.03 0.892 0.607 72.57 0.916 0.665 77.95 0.887 0.691 

2-2 1, 3 85.88 0.833 0.715 88.47 0.867 0.767 90.11 0.888 0.800 

2-3 1, 4 86.11 0.856 0.737 88.28 0.892 0.788 91.54 0.899 0.823 

2-4 1, 5 78.24 0.862 0.674 82.60 0.890 0.735 85.66 0.882 0.756 

2-5 2, 3 83.65 0.871 0.729 86.25 0.901 0.777 88.03 0.894 0.787 

2-6 2, 4 89.93 0.854 0.768 92.33 0.885 0.817 95.54 0.891 0.852 

3-1

3

1, 2, 3 92.16 0.820 0.756 93.65 0.862 0.807 93.90 0.895 0.840 

3-2 1, 2, 4 95.72 0.843 0.807 96.45 0.884 0.853 98.24 0.896 0.880 

3-3 1, 2, 5 93.20 0.838 0.781 94.84 0.876 0.831 95.98 0.900 0.864 

3-4 1, 3, 4 94.61 0.856 0.810 97.09 0.881 0.856 97.73 0.908 0.887 

3-5 1, 3, 5 91.48 0.874 0.800 95.24 0.896 0.854 98.49 0.897 0.884 

3-6 2, 3, 4 92.47 0.888 0.821 94.72 0.914 0.866 97.88 0.914 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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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팽창재료를 시공하였을 경우 채움율 및 다짐도

Fig. 10은 팽창재료 시공 이후 각 천공 개수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를 나타낸다(Cases 1-3, 2-4, 3-5). 팽창재료의 

팽창부피 및 압력에 의해 되메움토가 주변으로 밀려났으

며, 3개의 공에 팽창재료를 시공한 경우, 되메움토와 팽창

재료에 의해 토조가 완전히 채워진 것을 확인하였다. 2개

의 공의 경우 되메움토와 팽창재료에 의해 토조가 대부분 

채워졌으나 1개의 공의 경우 완전한 채움으로 보기는 어

렵다.

Table 5는 진동 다짐 전과 팽창재료 시공 이후의 공동 

채움율과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도 변화를 나타낸다. 이때, 

시공 전후의 채움 효율 및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도 증가율

은 식 (10), 식 (11)과 같다.

시공 이후 채움율은 58.5∼100%의 범위로 증가하였으

며 상대 다짐도는 0.904∼1.005의 범위로 나타났다. 채움

율 측면에서 팽창재료의 효율은 Case 1-1에서 약 3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상대 다짐도 측면에서는 Case 3-5

에서 약 31%로 큰 효율을 나타내었다.

 


  
×   (10)

 



×  (11)

여기서, A = 초기 채움율, B = 시공 이후 채움율, C = 시공 

후 채움효율, D = 초기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도, E = 시공 

이후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도, F = 시공 후 상대 다짐도 

증가율이다.

Table 6은 팽창재료를 사용하여 토조를 채우기 전, 후의 

토조의 상대 다짐도와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1개의 공과 2개의 공에 시공하는 경우 모형 토

(a)

(b)

(c)

Fig. 10. Experiment results after expansive material construction; (a) Case 1-3, (b) Case 2-4, (c) Cas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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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채움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토조 내에 빈 공간

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되메움토 자체의 상대 다짐

도와 토조 전체의 상대 다짐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도는 되메움토의 부피에 대한 되메

움토의 무게를 사용하여 상대 다짐도를 도출한 경우이며, 

시공 전에는 최소 0.798, 시공 후에는 최대 1.005의 높은 

상대 다짐도 값을 보이고 토조의 채움율과 무관한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토조의 상대 다짐도는 토조의 부피에 

대한 되메움토의 무게로 도출하며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

도와 달리, 채움율이 낮은 Case 1-1의 경우 0.343로 낮은 

Table 5. Experiment results before implementation of vibration compaction and expansive material

Case
Number of 

hole

Location of 

hole 

Initial fill ratio 

(%)

(A)

Final fill ratio 

(%)

(B)

Efficiency

of fill ratio (%)

(C)

Initial 

degree of 

compaction

of backfill soil

(D)

Final 

degree of 

compaction

of backfill soil

(E)

Increasing 

ratio of 

degree of 

compaction (%)

(F)

1-1 1 1 43.00 58.48 35.99 0.798 0.919 15.16 

1-2 1 2 61.43 74.42 21.14 0.811 0.904 11.37 

1-3 1 3 71.33 77.57 9.50 0.780 0.940 20.47 

2-1 2 1, 2 65.34 83.32 27.53 0.798 0.942 18.07 

2-2 2 1, 3 79.58 92.55 16.30 0.795 0.973 22.39 

2-3 2 1, 4 81.63 98.67 20.87 0.796 0.937 17.72 

2-4 2 1, 5 73.00 93.71 28.37 0.800 0.904 12.92 

2-5 2 2, 3 78.15 94.45 20.87 0.827 0.927 12.05 

2-6 2 2, 4 86.39 98.67 14.21 0.797 0.962 20.58 

3-1 3 1, 2, 3 83.08 100.00 20.37 0.801 0.919 14.76 

3-2 3 1, 2, 4 88.86 100.00 12.54 0.805 0.991 23.06 

3-3 3 1, 2, 5 84.10 100.00 18.91 0.805 0.958 18.99 

3-4 3 1, 3, 4 85.10 100.00 17.52 0.843 0.995 18.00 

3-5 3 1, 3, 5 87.82 100.00 13.87 0.758 0.996 31.47 

3-6 3 2, 3, 4 89.89 100.00 11.25 0.807 1.005 24.45 

Table 6. Degree of compaction corresponding to backfill soil and cavity

Case
Number of 

hole(s)

Location(s) 

of hole(s) 

Initial fill 

ratio (%)

Final fill 

ratio (%)

Degree of relative 

compaction of backfill soil

Degree of relative 

compaction within cavity

Initial degree of 

compaction

Final degree of 

compaction

Initial degree of 

compaction

Final degree of 

compaction

1-1 1 1 43.00 58.48 0.798 0.919 0.343 0.507 

1-2 1 2 61.43 74.42 0.811 0.904 0.498 0.656 

1-3 1 3 71.33 77.57 0.780 0.940 0.556 0.723 

2-1 2 1, 2 65.34 83.32 0.798 0.942 0.521 0.767 

2-2 2 1, 3 79.58 92.55 0.795 0.973 0.632 0.892 

2-3 2 1, 4 81.63 98.67 0.796 0.937 0.650 0.923 

2-4 2 1, 5 73.00 93.71 0.800 0.904 0.584 0.840 

2-5 2 2, 3 78.15 94.45 0.827 0.927 0.646 0.870 

2-6 2 2, 4 86.39 98.67 0.797 0.962 0.689 0.947 

3-1 3 1, 2, 3 83.08 100.00 0.801 0.919 0.665 0.919 

3-2 3 1, 2, 4 88.86 100.00 0.805 0.991 0.715 0.991 

3-3 3 1, 2, 5 84.10 100.00 0.805 0.958 0.677 0.958 

3-4 3 1, 3, 4 85.10 100.00 0.843 0.995 0.718 0.995 

3-5 3 1, 3, 5 87.82 100.00 0.758 0.996 0.665 0.996 

3-6 3 2, 3, 4 89.89 100.00 0.807 1.005 0.7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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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가지며, 채움율이 높을수록 상대 다짐도 또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도와 토조의 상대 

다짐도가 다를 경우, 실제 시공 시 공동 내 되메움토의 상

대 다짐도를 원하는 만큼 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개의 공에 시공하는 경우 채움율이 100% 채워

지기 때문에 토조의 상대 다짐도와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

도가 동일한 값을 보였다.

4.4 천공 개수별 최적 시공 위치 선정

모형실험의 결과 값을 토대로 각 Case 별 복구효율을 

그래프로 확인하였다. 그래프는 각 Case 별 되메움토를 이

용하여 채운 후, 진동 다짐을 모두 진행한 후, 팽창재료를 

시공한 후로 나누어 표현하였으며, 시공 절차에 따른 복구

효율을 분석하고 천공 개수별 최적 시공 위치를 선정하였다.

Fig. 11(a)은 1개의 공을 천공했을 때 복구효율이며, 

Case 1-1이 복구효율이 가장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지만, 

최종 채움율과 상대 다짐도가 낮아 최적 시공 위치는 Case 

1-3의 공동의 중앙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개의 공에 시

공을 실험을 진행한 결과, 복구효율은 공동의 양쪽 끝에 

시공한 Case 2-4가 가장 높았다(Fig. 11(b)). 하지만, Case 

2-4의 경우 복구효율은 높지만, Case 1-1과 마찬가지로 최

종 채움율과 상대 다짐도가 낮으므로, 채움율과 상대 다짐

도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최적 시공 위치는 공동의 중앙과 

양쪽 끝 사이에 시공한 Case 2-6으로 선정하였다.

3개의 공일 경우 최종 채움율이 모두 100%로 동일하기 

때문에 최종 상대 다짐도에 따라 최적 시공 위치를 선정하

였다(Fig. 11(c)). 이에 따라, Case 3-6에서 상대 다짐도의 

상승 폭과 최종 상대 다짐도 모두 가장 큰 값을 보였기 

때문에 최적 시공 위치로 선정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는 실내실험을 통해 팽창재료를 이용한 지하 공

동 복구공법을 시공할 경우, 시공 위치 및 개수에 따른 팽

창재료의 복구효율을 파악하였다. 공동의 복구효율은 공

동의 채움율과 되메움토의 상대 다짐도를 토대로 산출하

였으며, 토조의 채움율과 상대 다짐도의 시각적인 확인과 

응력이완 영역을 정량화하기 위해 토조를 2차원에 가까운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구공법의 절차에 따라 복구효율을 분석하였을 때, 되

메움토만으로 토조를 채우는 경우 공동의 최대 채움율은 

89.89%, 상대 다짐도는 최대 0.807로 산출되었으며, 진동 

다짐을 시행할 경우 각각 97.88%와 0.914의 채움율과 상

대 다짐도로 상승하였다. 팽창재료를 시공한 이후 토조의 

채움율은 100%, 상대 다짐도는 1에 가깝게 복구되었으며, 

공동의 복구 재료로써 팽창재료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다. 천공 위치와 개수에 따른 복구효율의 경우 하나의 공

을 천공할 경우 채움율과 상대 다짐도는 최대 77.57%와 

0.94, 두 개의 공을 천공할 경우 98.67%와 0.962로 산출되

었다. 세 개의 공을 천공할 경우 채움율은 모두 100%, 상

대 다짐도는 최대 1.005로 가장 높은 복구효율을 보였고, 

                (a)     (b)                  (c) 

Fig. 11. Restored efficiency of (a) 1 bore hole, (b) 2 bore holes, and (c) 3 bore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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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실제 지하 공동의 복구 시 천공 위치 및 개수의 

중요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지하 공동의 경우 공동의 형상이 다양하고 

응력이완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팽창재료와 되메움토의 

복구효율을 2차원적으로 정량화한 본 실험과는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이완영역의 

모사가 가능한 3차원의 토조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Project Number: 19SCIP-B130952-05)

References

1. Hong, G. G., Kim, D. W., Kim, K. S. and Yu, Y. S. (2017), 

“Development of Rapid Restoration method for Underground 

Cavity using Expansion Material”, Journal of the Korean 

Geosynthic Society, Vol.16, No.3, pp.6-11. (in Korean)

2.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 (2009), Test method for 

minimum and maximum densities of sands, A 1224,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Tokyo, Japanese.

3. Kim, H. S. and Youn, J. W. (2009), “A Study on Foaming 

Characteristics of Polyurethane depending on Environmental 

Temperature and Blowing Agent Content”, Transactions of 

Materials Processing, Vol.18, No.3, pp.256-261. (in Korean)

4. Lee, K. C., Choi, B. G., Park, J. H. and Kim, D. W. (2018), 

“Numerical Analysis and Laboratory Experiment of Rapid 

Restoration of Underground Cavity Using Expansive Material 

without Excavation”, Journal of the Korean Geosynthtic 

Society, Vol.17, No.1, pp.55-64. (in Korean)

5. Lee, K. C., Kim, D. W. and Park, J, J. (2017), “Study on 

Management System of Ground Sinking Based on underground 

Cavity Grade”, Journal of the Korean Geosynthic Society, 

Vol.16, No.2, pp.23-33. (in Korean)

6. Lee, K. Y. and Kang, S. J. (2014), Sinkhole; Causes and 

Countermeasures, Issue & Analysis, Vol. 156, pp.1-23. (in 

Korean)

7. Lim, M. H., Jang, Y. J., Jung, H. Y., Sin, S. S., Kim, H. 

J. and Baek, Y. (2018),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Ground Contingency Risk Classification (GSR 1.0) in Korea” 

Proceedings of KSEG 2018 Spring Conference. (in Korean)

8. Yu, N. J., Choi, J. H. and Lee, K. I. (2017), “Fundament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illing materials for Trenchless 

Emergency Restoration of Ground cavity”, Journal of the 

Korean Geosynthtic Society, Vol.16, No.2, pp.97-107. (in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