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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지반함몰은 많은 물적, 인명

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른 지반함몰 예방 및 보강하

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지반함몰은 

대체로 지하시설물의 파손이 발생하여 지하수의 영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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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model experiment that simulates the behaviour of the ground composed of several compacted layer was 

intended to measure the loosened area in the event of a ground cavity through a LAD (Loosened area detector). It was 

confirmed that the size of the cone diameter was affected by the ground composed of fine grain + granulated soil layered 

through the model soil. In order to select the appropriate cone type, a scale effect experiment was conducted. From the 

test results, a micro-cone was chosen for the most suitable indoor model experiment. In the case of applying LAD in this 

study, the loosening condition of the ground was determined by the rapid change in penetration resistance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he boundary surface and relative density due to the compaction of the ground for indoor model testing. The 

range of loosened area occurring in the cavity was estimated through the penetration resistance characteristics on the ground, 

and the failure area was identified through the reduction rate of penetration resistance in the loosening area.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층 다짐으로 조성된 지반을 모사한 모형실험에서 지반 공동 발생 시 지반의 이완영역 범위를 추정하기 위해 

제작된 이완영역탐지기를 통해 이완영역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세립분과 조립질 토사를 조성한 층상구조로 구성된 지반에 

대해 콘 직경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콘을 선정하기 위해 크기효과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적절한 초소형콘을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된 LAD를 이용하는 경우 실내모형실험 지반의 다짐정도에 

따른 경계면 및 상대밀도 차에 의한 관입저항치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지반의 이완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반내 관입저항

특성을 통해 공동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이완영역의 범위를 추정하였으며, 이완영역에서 관입저항력의 감소율을 통해 파괴 발생

영역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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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흙이 유실되어 빈 공간인 공동이 조성되고 원지반 상태

와 비교하여 지지력의 감소가 발생하는 이완영역이 발생된

다. 이러한 이완영역이 점차 지표부로 확장 되어지면서 공

동이 발달하여 지반함몰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하수관거

의 파손을 모사한 실내모형실험을 통해 지반함몰 메커니즘

을 규명하고 지반의 종류와 조건에 따른 공동의 형상을 관

측한 실험이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공동주변부에 발생하는 

이완영역범위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ato and 

Kuwano. 2009, Kuwano et al., 2010, Kim et al., 2017).

이에 따라, 지반 공동주변에 발생하는 이완영역의 범위

를 추정하기 위해 실내실험에서 적용 가능하고 CPT(Cone 

Penetration Test)와 유사한 실험방법을 갖는 지반 조사장

비인 이완영역탐지기를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CPT는 콘의 직경이 

3.57cm, 단면적이 10cm2이며, 선단각은 60°의 콘을 사용하

여 지반에 연속적으로 관입하여 신속한 지반조사가 가능한 

시험방법이다. 지반 내 발생 된 지반 공동을 모사한 실내모

형실험은 시험기의 크기를 고려하면 기존의 CPT 및 관련 

장비들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지반상태의 지

지력 측정 시 주변 지반의 교란 및 붕괴가 발생하게 되어 

정확한 이완영역의 범위를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모형실험에 적합하도록 직

경 0.3cm(단면적0.071cm2) 초소형콘을 제작하여 개발된 

이완영역탐지기에 적용하였으며, 모형실험을 위해 층 다

짐 된 실내모형지반의 지지력 측정을 통해 공동 주변에서

의 이완영역범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층별로 

일정한 다짐조건의 모형지반을 조성하고 제작된 초소형 

관입시험기를 활용하여 관입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초

소형콘의 지지력 변화에 따른 지반저항특성을 분석하여 

이완영역을 측정하고자 한다.

2. 초소형 콘 관입시험기 개발

2.1 일반적 콘관입시험기의 특징

콘관입시험은 원추모양의 콘 프로브(cone probe)를 지

반에 일정한 속도로 관입하면서 발생하는 저항력을 측정

하여 지반의 공학적 성질을 추정하는 원위치시험의 일종

이다(Yoon et al., 2004). 일반적으로 표준콘은 직경 3.51cm 

콘이 사용되며, 원지반의 특성을 연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지만 표준콘을 사용하여 실제 지반에 적용 시 

콘의 지중 관입이 가능한 대형장비가 요구된다. 또한, 콘

의 직경이 커짐에 따라 주변 지반의 변형에 더 넓은 면적

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교란이 발생하며 측정지점에서의 정

확한 지지력 측정이 감소하게 된다(Powell and Quarterman, 

1988). 또한, 실내모형실험과 같이 현장상태를 소형 축적

화한 경우 콘의 영향 범위가 더욱 크게 발생하므로 실내모

형실험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콘 관입 시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콘관입 장비들이 적

용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외에서의 현장 적용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Yoon et al.(2013)는 표준콘보다 20% 소형화된 

연속관입형 소형콘(Miniture Cone)관입시험 장비를 제작

하여 연약지반 및 중간정도의 조밀한 모래지반까지 조사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Kim, J. H. et al.(2013)는 직경 1cm

의 원심모형실험용 소형콘을 개발하여 원심가속상태의 지

반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Lee, J. S. et 

al.(2008)은 외경5mm로 크기의 주면마찰력을 분리하여 

정확한 선단저항력을 측정 가능한 콘 개발 및 적용성 검증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콘관입시험에서의 계측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

적인 영향요소로는 콘팁의 형상, 크기 및 콘 관입속도로 

제시될 수 있다. 콘팁 형상의 경우 ASTM D5778(2012) 

표준콘은 콘팁의 면적과 롯드 부분의 크기가 일정한 형태

의 콘이 적용되며, 이러한 콘은 콘선단부의 저항력과 롯드 

부분의 주면마찰력 및 간극수압을 측정함으로써 지지력을 

산정할 수 있다.

표준콘을 실내모형실험에 적용 시 주변 지반의 교란 및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콘 직경이 클수록 콘 관입 

시 콘선단부로부터 측정되는 지지력이 주변 지반을 평균

화하여 측정되며 콘팁의 직경이 작아질수록 국부적인 변

동에 민감하게 반응되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층이 더욱 

얇아질 수 있다(Schmertmann, 1978). 따라서, 본 연구에

Fig. 1. Comparison of cone tip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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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실내모형실험의 적용을 위해 표준콘의 0.7%인 초소

형콘을 제작하였으며, 느슨한 지반에서의 관입 시 휨이 발

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강성을 갖도록 제작하였다. 한편, 

롯드의 주면마찰력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콘팁의 선단저

항을 비교하기 위해 콘팁의 직경과 롯드의 크기를 다양하

게 검토하였다.

2.2 모형실험시 이완영역측정의 문제점

Fig. 2은 지층별 동일한 두께로 층 다짐 된 모형지반에

서 지중 매설관로의 파손을 모사한 트랩도어를 확장함으

로서 토조 하부로 흙의 유실되어 조성된 공동 주변 지반에

서의 이완영역측정 결과이다. 그러나, 이완영역은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앞 절에서 제시된 초소형콘을 이완

영역탐지기를 활용하여 공동 주변의 이완영역을 탐지하기 

위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Fig. 3는 층다짐 된 실내모형실험결과 초소형 콘에 의한 

공동주변부 임의지반의 이완영역을 측정한 관입저항치를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입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깊이까지 증가 후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난다. 그러나 그림과 같이 관입이 이루어지면서 관입저

항치값이 다짐 된 층간에서 증감의 변동이 심하여 보다 정

확한 이완영역이 발생하는 지점을 측정함에 있어 어려움

이 발생한다. 이러한 원인은 소형콘을 사용함에 따라 지지

력 변화가 예민하게 측정이 되며, 실내 다짐 시 층다짐에 

의해 지층의 다짐특성이 다르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층 다짐으로 조성된 모형지반에서의 불규칙한 

증감 및 변화형태의 관입저항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3 소형콘의 크기효과

본 연구에서 적용된 소형콘은 기존의 사용되는 표준콘

보다 작은 직경 0.3cm의 콘을 사용하였다. Lima and Tumay 

(1991)는 콘 크기에 따른 크기효과로 소형콘(단면적 1.27 

cm2)이 표준콘(10cm2)보다 약 15%가량 큰 선단저항값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Yoon et al.(2013)은 소형콘(2cm2)

이 표준콘(10cm2)과 비교해서 약 10% 가량 큰 선단저항

값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모형실험에서 지반의 조건 및 시험조건에 따라 

값의 차이가 나타나며, 대체적으로 소형콘의 경우 실내시

험에 적용된 사례에 따르면 소형콘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

콘과 비교하였을 때 선단저항치는 약 10∼15%가량 과대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내모형실험을 위한 지층을 구성하는 경우 일정한 다짐

을 위한 층상 다짐특성 때문에 초소형콘을 적용 시 콘 저

항에 따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

다. 콘 크기에 따른 저항특성을 나타내면 Fig. 4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입 저항은 직경 1.0cm콘 보다 

큰 경우 콘저항치의 변화는 적지만 공동이 발생 된 이후 

공동 주변 지반의 관입저항을 이용한 지반의 이완영역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즉, 이미 공동이 발생 된 지반

의 이완영역을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콘관입시험을 시행

하는 경우 직경이 큰 콘을 사용하는 경우 공동주변부의 추

가적인 붕괴로 인한 공동이 확장되므로 실질적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Fig. 2. Result of cone penetration test in densely compacted 

ground, fine-grainde soil 15%

Fig. 3. Result of loosened area con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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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일정한 다짐정도로 층 다짐한 지반에 콘 직경

의 크기를 달리하였으며, 동일한 관입속도 3.5mm/sec로 

관입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직경이 작은 콘일수록 관입

저항이 크게 관측되며 직경 1cm 이하의 콘 관입시험 관입

저항치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직경이 커질수록 점차 수렴

하였다. 즉, 약 1cm보다 작은 콘을 사용하는 경우 이완영

역에 영향을 덜 미치지만 관입저항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초소형의 콘을 적용하기 위해서 콘 관입 

시 발생하는 관입저항치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콘관입저항특성과 층다짐특성을 고려하여 

공동 주변지반의 이완영역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반 내 설치되는 상․하수관거의 뒷채움재의 

특성에 부합하는 세립분과 조립질의 토사를 교반하여 층

상구조를 조성하였다. 즉, 층 다짐에 따라 콘 관입 시 관입

저항값의 크기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완영역의 범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모형지반의 표층에서부터 바닥까지의 

지지력의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지지력이 감소하는 지점을 

통해 이완영역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Fig. 5은 다짐도가 다른 동일한 모형지반에서 3.5mm/sec

의 일정한 관입속도로 관입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며, 지반 

내의 지층별 지지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조건

의 지반상태로 5cm씩 상대밀도 50%, 75%, 25%로 조성된 

모형지반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경 0.3cm의 초소형 콘을 사

용하였을 때 상부로부터 느슨해지는 지반의 경계면에서 

관입저항이 감소하며 다짐이 조밀해지는 지반 경계면에서

는 관입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경 

1cm의 기존 소형콘을 사용하였을 때는 관입저항이 감소

가 나타나지 않고 다짐정도에 따라 변화 정도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층별 다짐한 지반에서 이미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이완된 지층에서 지반 다짐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이완영역의 범위를 보다 정

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반상태에 따라 지지력 변화를 

측정이 가능한 직경 0.3cm의 콘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실험조건 및 방법

3.1 사용시료

지중내 발생하는 공동주변부의 이완영역을 보다 정확

(a) D=0.3cm (b) D=1.0cm

Fig. 5. Result of penetration test

Fig. 4. Result of cone scale effect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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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측정하기 위해 Fig. 2에서 조성한 동일한 시료인 관

거의 뒷채움과 유사하게 조립질 토사에 세립분을 교반하

여 형성하였으며 물리적 성질은 Table 1과 같다. 조립질의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의 조건을 부합하는 양질의 토사와 

유사한 빈입도의 주문진 표준사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세

립분 토사는 하수관거 토사의 되메움 기준인 #200체 통과

분, 입경 75이하를 충족하는 황토 세립분을 사용하였

으며, 서로 다른 지반상태의 모형지반을 Fig. 6과 같이 조

성하여 관입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지반의 상대밀도

는 25%, 50%, 75%를 적용하였다.

3.2 실험절차 및 조건

Fig. 6은 서로 다른 상태의 지반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제작한 아크릴 모형토조이며, 토조의 제원은 15×15×

15cm××이다. 지반조건은 다짐도를 느슨, 중간 

및 조밀에 해당하는 지반상태를 만들기 위해 분리하여 각

각 5cm씩 해당 조건의 지반을 조성한 후 층상구조로 3층

으로 재결합하여 모형지반을 조성하였다. 관입 지점으로

부터 주변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림 6(b)와 같이 영향

범위에 들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관입 실험을 진행

하였다.

콘 관입속도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약 7mm/sec보다 

작은 관입 속도에서 영향이 미비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

향이 적은 범위인 3.5mm/sec의 관입속도로 깊이 140mm

까지 관입하였다(Kim et al., 2019). 또한, 실험조건을 

Table 2에서와 같이 지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의 층다짐 

후 층 다짐 조건의 배열에 따라 10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Table 1. Physical properties (Kim, 2017)

Specimen 





( )




( )

Relative density

(

)

Direct shear test
USCS

c   (°)

Standard sand 90% + 

Fine-grainde soil 10%
2.63 1.43 1.69

25 0.27 34.99

SP-SM50 0.45 38.8

75 0.73 40.8

                   (a) Configuration of model       (b) Locations of cone penetration

Fig. 6. Penetration Test Model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Dr

(Relative density)

L M D L M D D

L M D D D L M

L M D L L D D

* Loose (L), Medium (M), Dens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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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층다짐변화에 따른 관입저항특성

본 장에서는 지중내 공동 주변에서 발생한 이완영역범

위를 산정하기 위해 제한된 지반 조건하에 층 다짐 된 모

형지반에서의 관입저항을 측정하여 이완영역의 범위를 추

정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지반 조성 시 각층 별로 다른 다

짐 정도가 되는 지반을 Table 2와 같이 조성하고 초소형콘

을 적용하여 관입실험을 수행하였다. 관입 시 측정되는 결

과는 정확성을 위해 매 3회 이상 수행하였다.

Fig. 7은 지층별 다짐 상태에 따른 관입 실험결과를 정

리한 것으로 다짐 차이가 큰 경우에 대한 결과 값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 7(a)는 같은 조건으로 3층 다짐을 한 경우

에 지반의 다짐이 클수록 관입 깊이에 따라 관입저항력의 

증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b)는 상부지반에서 하부지반으로 갈수록 다짐이 

증가 후 감소하는 경우로 다짐상태가 증가하는 경우는 관

입저항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조밀한 지반이 느슨한 

지반으로 바뀌는 경우는 관입저항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그림 7(c)는 다짐상태가 조밀에서 느슨해졌다가 다시 조

밀한 상태로 변화는 지반상태의 실험결과를 도시화한 것

이다. 다짐정도의 차이가 큰 경우는 관입저항치의 변화를 

명확히 구분 가능하며, 다짐정도의 차이가 적은 경우는 변

화가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층다짐으로 조성

된 지반에서 다짐정도가 감소 후 다짐정도가 큰 지반으로 

관입 시 콘이 경계면에 도달하기 전에 저항치 변화가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실험 Case에서의 관입저항치는 층상이 변화하는 경

우 거의 일정한 관입저항치를 나타내며 깊이가 증가할수

록 관입저항치가 유사한 증가량을 갖는다. 또한, 다짐정도

가 중간 이하인 경우 깊이가 깊어질수록 관입 초기에는 비

례하여 관입저항치가 증가하지만 관입깊이가 깊어지면 관

입저항치의 증가는 거의 없는 상태로 일정한 값을 나타내

고 있다. 즉, 지반의 다짐정도에 따라 관입저항치의 영향

이 다르게 나타나며, 다짐정도가 큰 지반에서 다짐정도가 

적은 지반에 관입되는 경우는 관입저항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짐정도가 일정한 지

반에서 관입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관입저항력이 증가하지

만 다짐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반에서 관입저항력이 

급격히 감소가 발생하므로 관입저항력이 관입 깊이가 증

가함에 따라 최대 관입저항치에서 지속적으로 감소가 발

생하는 경우를 이완영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4.2 공동 주변지반의 이완영역선정 적용 예

Kim et al.(2017)은 지반함몰을 모사한 지중내 공동확

장에 따른 이완영역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공동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이완영역, 파괴영역 및 공동

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완영역은 육안으로는 측정 

불가능하며, 정확한 범위를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

한, 공동 복구를 위한 비개착식 공법을 수행하기 위해 공

  (a) Case 1-3 (b) Case 4, 5    (c) Case 6, 7

Fig. 7. Result of model condition penet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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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부에 천공 시 공동 상부에서 추가 붕괴가 발생하는 

파괴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확

한 이완영역 및 파괴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앞 절에서 제

시된 이완영역탐지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공동이 발생 된 

실험조건에 대해 관입실험 결과를 적용하여 범위를 추정

한 결과 Fig. 8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 주변 지반에서 발생하는 

이완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약 5cm 간격(지점 A, B, C, D, 

E)으로 관입실험을 수행하였고 이완영역은 관입저항값의 

최대치를 보인 지점(a, b, c, d, e)을 연결하여 나타내었으

며 그림의 점선과 같다. 따라서, Kim(2017)이 제시한 이완

영역의 범위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이완영역탐지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나타낸 점선과 같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완영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파괴영역을 추정하기 위해 이완영역이 발생한 관

입저항의 최대치에서 관입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감소하

는 관입저항력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최대가 되는 90%에

서의 범위를 파괴영역으로 제시하였으며,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공동 상부에서 외력에 의해 발생한 파괴영역을 

조사한 것과 거의 유사한 범위로 표시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완영역탐지기를 통해 층다짐으로 조성된 실내

모형실험시 지반 공동 발생에 따른 이완영역의 추가 발생

한 파괴영역을 판정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공동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이완영역범위를 

파악하고자 실내모형실험에서 조성된 층상의 다짐특성에 

따른 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완영역탐지

기를 활용하였다. 기존 이완영역 측정 시 문제점을 파악하

고, 실험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콘을 선정하였다. 또한, 

지층별 다짐특성에 따른 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지반저항특

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동주변부에 발생하는 이완영역 

및 파괴영역이 범위를 파악하였으며, 결론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실내모형실험에서 이완영역탐지기의 초소형콘을 적용

하기 위해 콘의 크기효과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초소형콘은 이완이 발생 된 지반 주변 상태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 관입저항력에는 큰 영향을 받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교실험을 통해 실내모형지반내 

이완영역탐지기 초소형콘의 적합성을 알 수 있었다.

(2) 지반의 다짐정도에 따른 관입실험결과 관입 깊이가 

증가할수록 관입저항력치가 증가하였다. 또한, 초소형

콘을 적용하였을 때 상부지반과 하부지반과의 다짐정

도의 차이가 큰 경우 관입저항치의 변화가 명확한 구

분이 가능하였으며, 다짐 차이가 적은 지반의 경우 변

화가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층다짐으로 조성된 지반으로 실내모형실험을 수행하

는 경우 다짐정도, 다짐층간의 관입저항치의 차이 및 

콘 크기의 영향을 토대로 관입저항치가 최대치에서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는 지점을 이완영역으로서 판단

할 수 있었으며, 이완영역탐지기를 사용하여 관입저

항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이완영역의 감소율 산정을 

통해 공동 상부 외력에 의한 추가적인 파괴영역이 발

생 되는 경우 파괴영역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었다. 

Fig. 8. Test result by using Loosened zone detector, Fine- 

grainde soil 15%

Fig. 9. Failure Area by cavity expansion, Fine-grainde 

soil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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