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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암공동 상부 기초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모형실험 연구

김종우*, 허석

Stability Investigation of a Foundation Located above 

Limestone Cavities Using Scaled Model Tests

Jong-Woo Kim*, Seok Heo

Abstract Scaled model tes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tability of a foundation located above limestone 

cavities. Cavity shape was assumed to be an ellipse having 1/3 for the ratio of minor to major axis lengths. 12 

different test models which have various depths, locations, inclinations, sizes and numbers of cavity were 

experimented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5 different groups. Crack initiation pressure, maximum pressure, 

deformation behaviors, failure modes and subsidence profiles of test models were obtained, and then the influences 

of those parameters on the foundation stability were investigated. No cavity model showed a general shear failure, 

whereas the models including various cavities showed the complicated three different failure modes which were 

only punching failure, both punching and shear failures, and double shear failure. The stability of foundation was 

found to be decreased as the cavity was located at shallower depth, the size and number of cavity were increased. 

Differential settlements appeared when the cavity was located under the biased part of foundation. Furthermore, 

subsidence profiles were found to depend on the distribution of underground ca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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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석회암 공동 상부에 존재하는 구조물 기초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공동의 형상은 단축장축비율 1/3인 타원형으로 가정하고, 공동의 심도, 위치, 경사, 크기, 개수를 변화시킨 5가지 

그룹, 12개 모형들을 실험하였다. 실험결과로서 모형별 균열개시압력, 최대압력, 변형거동, 파괴양상, 침하곡선을 

구하였으며, 공동의 제반 조건들이 기초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무공동 모형은 전단

파괴를 보였으나, 공동 포함 모형들은 관입파괴만 발생한 경우, 전단파괴와 관입파괴가 함께 발생한 경우, 전단

파괴가 이중으로 발생한 경우 등의 다소 복잡한 파괴형식을 보였다. 공동의 심도가 작을수록, 크기가 클수록, 

개수가 많을수록 기초의 안정성은 감소하였다. 공동의 일부가 기초저면의 직하부에 놓일 때는 부등침하가 관찰

되었고, 공동들의 분포상태에 따라 침하곡선은 다른 형태를 보였다.

핵심어 축소모형실험, 석회암공동, 기초, 안정성, 침하

1. 서 론

석회암은 지하수에 의한 불연속면 용해로 인해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시공상 주의

가 요구되는 암반 중 하나이다. 특히 석회암 지역에서 

공동과 인접하여 터널이나 교량 등의 구조물을 건설할 

경우는 공동의 위치와 규모를 정확히 조사하고 공동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

에 따른 적절한 보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국내 석회암 지역에서 공동의 위치와 분포특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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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 of cavity shape with increasing age(After 

Gillieson, 1996)

사한 연구로서, Park et al.(2008)은 중력탐사를 실시하

였고, Yoon et al.(1999), Kim et al.(1999), Song et 

al.(2015)은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 토모그래피, 시추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석회암 지반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공동이 존재함을 보였다.

터널 주변에 석회암 공동이 존재하면 터널 안정성은 

저하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Jin et al.(2002)은 수치해석

을 실시하여 공동의 영향권을 분석하였고, Jeon et 

al.(2003)과 Chung et al.(2013)은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공동의 위치, 크기, 이격거리가 터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교량이나 건물 기초의 하부에 석회암 공동이 존재하

면 기초의 침하량이 커지고 경우에 따라 부등침하가 발

생하기 때문에 기초의 안정성은 크게 저하된다. 이와 

관련하여 Chun and Park(2005), Choi and Yoo(2011)

는 각각 2차원,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기초 

하부에 존재하는 원형공동에 의한 지반의 침하특성을 

분석하였고, Choi and Kim(2002), Park et al.(2002), 

Hong et al.(2008)은 각각 특정지역에 대해 현장기초 

하부에 존재하는 타원형 석회암 공동을 그라우팅으로 

보강할 경우의 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Oh et al.(2006)

은 토조 모형실험을 통해 지하 원형공동이 기초의 안정

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한편, Hobbs(1966), Goodman et al.(1972) 등에 의

해 소개된 축소모형실험은 터널뿐 아니라 기초의 안정

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차원해석에 

근거한 물리적인 실험법으로서, 실험의 노력이 필요하

지만 수치해석에 비해 기초 하부지반의 변형거동을 실

제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im et al.(2004)은 

지하 채굴적이 상부 지표 구조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채굴적의 심도와 보강조건을 달

리한 경우에 대해 축소모형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석회암 공동이 존재

하면 구조물 기초의 침하와 지지력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석회암 공동 상

부에 존재하는 구조물 기초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였

다. 5가지 그룹의 실험모형들을 통해 공동의 심도, 위

치, 경사, 크기, 개수를 변화시켜가면서, 공동의 제반 조

건들이 기초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석회암 공동 상부에 위치

하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2. 실험 모형

2.1 석회암 공동

석회암은 주구성광물인 방해석이 지하수에 의해 점차 

용해되어 공동을 형성하기 때문에 교량이나 건물 등의 

구조물을 건설할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Gillieson 

(1996)은 Fig. 1과 같이 석회암의 불연속면을 따라 타

원형 공동이 생성된 후 지속적인 용해작용을 거쳐 석회

암 동굴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였다.

Fig. 2는 어느 석회암 지반의 공동분포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약 20°경사진 석회암 층리면을 따라 크기가 

서로 다르면서 단축장축비율도 서로 다른 6개의 타원형 

공동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이 석회암 공동의 크기와 

형상은 지반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본 연구

에서는 공동의 형상을 단축장축비율이 1/3인 타원형으

로 단순화하여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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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 example of cavity distribution under bridge 

foundation

Fig. 3. Dimension of the foundation considered in this study

Fig. 4. Relation between compressive strength and P/W 

when density is 1500 kg/m
3

2.2 차원해석

축소모형실험을 실시할 때 현장성을 충분히 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모든 제반요소들에 대한 차원해석을 

실시하여 축소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모형재

료를 사용하여 축소모형을 제작해야한다. 3가지 기본 차

원을 길이[L], 시간[T], 질량[M]이라고 할 때 축소율을 

산정하는 순서는 우선 길이에 대한 축소율을 결정하고 

나서 이를 이용하여 시간, 밀도, 질량, 강도 등의 축소율

을 차례로 산정하게 된다(Kim, 2012).

Fig. 3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현장 기초의 규격과 축

소모형의 규격을 나타낸 것으로, 본 실험에서는 길이[L]

에 대한 축소율을 1/100로 하였다. 중력가속도[LT
-2

]는 

현장과 실험실에서 모두 같으므로 시간[T]의 축소율은 

1/10이 된다.

한편, Lim et al.(2001)은 강원도 옥계광산에 분포하

는 석회암은 밀도 2594∼2685 kg/m
3
, 일축압축강도 101.4

∼164.1 MPa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평

균값을 사용하여 현장 석회암의 밀도와 일축압축강도를 

각각 2640 kg/m
3
, 133 MPa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석회암의 밀도는 2640 kg/m
3
인데 비해, 본 실험에서 실

제로 사용한 모형재료의 밀도는 1500 kg/m
3
이었으므로 

밀도[ML
-3

]에 대한 축소율은 1/1.76이며, 이로부터 질

량[M]에 대한 축소율을 산정하면 1/1760000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이 산정된 길이[L], 시간[T], 질량[M]의 축

소율 값을 이용하면 강도[ML
-1

T
-2

]에 대한 축소율은 

1/176로 나타났다.

2.3 모형재료

현장 석회암의 일축압축강도는 133 MPa이므로 여기

에 강도 축소율 1/176를 적용하면 모형재료는 0.76 MPa

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성을 

갖는 물질로서 모래, 석고, 물의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한편, 모형재료의 강도 특성을 구하기 위하여 모래, 

석고, 물의 중량 배합비를 달리한 원주형 시험편들을 

제작하여 일정시간 건조한 후, 밀도가 1500 kg/m
3
이 될 

때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4는 시험결과를 보

여준다. 여기서 모형재료의 일축압축강도는 식 (1)과 같

이 석고/물()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지수함수적으

로 증가하였다.



     (1)

여기서, 

 :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 Weight ratio of plaster to water

본 연구에서는 식 (1)을 이용하여 0.76 MPa의 강도를 

가지는 물질로서 모래, 석고, 물의 중량배합비가 133:67:100

인 혼합물을 석회암의 모형재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재료에 대한 직접전단시험을 통해 점착력과 내부마찰각

도 구하였다. Table 1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형재료

의 물성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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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hysical properties of modelling material

Rocks
Mixture

Sand : Plaster : Water

Density

(kg/m
3
)

Compressive 

strength

(kPa)

Young's 

modulus

(MPa)

Cohesion

(kPa)

Friction 

angle

(°)

Limestone 133 : 67 : 100 1500 756 208 141 36.5

2.4 실험모형의 종류

석회암 공동이 구조물 기초에 인접하여 존재하면 공

동의 영향으로 인해 기초의 안정성은 크게 저하된다. 

또한, 석회암 공동은 Fig. 1과 같이 석회암의 층리면을 

따라 타원형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층리면은 각

종 지질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사를 보인다. 이때 지하

수의 용해작용이 계속되면 공동의 크기는 점차 증가하

고 공동의 개수도 증가하는데, 공동이 크고 개수가 많

을수록 기초의 안정성은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석회암 공동이 구조물 기초의 안정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공동의 심도, 위치, 경사, 크기, 

개수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 요소

를 실험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A, B, C, 

D, E의 5가지 그룹에 대한 실험모형을 제작하였다. 모

든 실험모형에서 모형기초의 폭은 120 mm이고, 공동

의 형상은 단축장축비율 1/3인 타원형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공동의 크기를 달리한 D 그룹을 제외한 모든 모

형에서 타원형 공동의 규격은 장축길이 80 mm, 단축길

이 27 mm로서, 기초 폭을 B라고 할 때 장축길이는 2/3B, 

단축길이는 2/9B에 해당한다. 각 실험모형을 구체적으

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그룹의 4가지 모형은 공동의 심도를 달리한 것으로, 

A1, A2, A3모형은 타원형 공동의 중심 심도가 각각 0.5B, 

1.0B, 1.5B인 모형이며 A4모형은 무공동 모형이다. B

그룹은 공동의 위치를 달리한 것으로, B1, B2, B3모형

은 공동 중심이 기초 중앙부로부터 각각 0.0B, 0.5B, 

1.0B만큼 이격된 모형인데, B1, B4모형은 사실상 A1, 

A4모형과 동일하다. C그룹은 공동의 경사를 달리한 것

으로, C1, C2, C3모형은 타원의 장축방향이 각각 0°, 

45°, 90°인 모형이며, C1, C4모형도 A1, A4모형과 동

일하다.

D그룹 모형은 공동의 중심 심도가 1.0B이면서 공동

의 크기를 달리한 것으로, D1, D2, D3모형의 공동은 

타원의 장축길이가 각각 1/3B, 2/3B, 3/3B에 해당하며, 

여기서도 D2, D4모형은 A1, A4모형과 동일하다. 마지

막으로 E그룹 모형은 6개의 공동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

고 분포하는 경우를 가상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E1, 

E2모형은 공동 경사가 각각 0°, 30°인 경우이며, E3모

형은 A4모형과 동일하다.

5가지 그룹별 실험모형에서 동일 중첩된 것을 제외하

면, 실제로 실험한 모형의 개수는 총 12개이다. 이와 같

이 본 연구에서는 5가지 그룹, 12개 모형시험체에 대한 

모형실험을 통해 석회암 공동의 심도, 위치, 경사, 크기, 

개수가 구조물 기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다.

2.5 모형시험체의 제작

모래, 석고, 물의 중량비가 133:67:100인 혼합물을 사

용하여 Fig. 5와 같은 모형시험체를 제작하였다. 본 실

험에서 사용한 모래는 주문진산 표준사이고 석고는 ㈜

삼우 도자기형재용 석고(B형)이다. 모형시험체의 규격

은 가로 480 mm, 세로 380 mm, 두께 50 mm이며 제

작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래, 석고, 물을 골고루 혼합한 후 성형틀에 천

천히 주입하였다. 다음으로 이 혼합물이 응결된 후 탈

형하여 건조로에서 일정기간 건조시켰다. 마침내 모형

시험체의 밀도가 1500 kg/m
3
이 되면 모형시험체를 실

험장치에 설치하고 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한편, 타원

형 공동의 규격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하여 3D 프린터

를 사용하여 모형공동의 성형틀을 별도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Fig. 6은 12개 모형시험체 중 A3모형의 제작과

정을 보여주는데, 왼쪽 그림은 성형틀의 탈형 전 모습

이고 오른쪽 그림은 탈형 후 모습이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모형실험의 장치는 핸드펌프에 의해 작동되는 유압식 

이축압축장치로서 서로 직교하는 네 방향에 각각 25톤 

용량의 램이 부착되어 있다. Fig. 7은 실험장치의 모습

을 나타낸 것으로, A3모형의 실험장면이다. 이 장치는 

회전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본 실험에서는 실험

장치를 수평상태로 둔 채 시험체를 설치한 후 이를 수

직으로 회전시켜 가압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지구 중력

장하에서의 실제적인 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모형시험체는 시험체의 좌, 우, 하부에 위치하는 3개

의 강재 가압판, 시험체를 덮는 아크릴 판 및 2개의 쇠

막대에 의해 구속된다(Fig. 7(b) 참고). 여기서, 강재 가

압판은 시험체를 횡방향으로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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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A1 (b) Model A2 (c) Model A3 (d) Model A4

(e) Model B1 (f) Model B2 (g) Model B3 (h) Model B4

(i) Model C1 (j) Model C2 (k) Model C3 (l) Model C4

(m) Model D1 (n) Model D2 (o) Model D3 (p) Model D4

(q) Model E1 (r) Model E2 (s) Model E3

Fig. 5. Dimensions of test models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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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nufacturing process of model A3

(a) Overall view of the apparatus

(b) Detailed view of model A3

Fig. 7. The apparatus for scaled model tests

크릴 판과 그 위에 놓인 쇠막대는 시험체를 두께 방향

으로 구속하여 지하 공동의 응력-변형률 조건에 부합하

는 평면변형률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모형시험체 상부

에 위치한 목재 가압판(폭 120 mm)은 구조물의 하중을 

모형시험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모형실험의 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실험장치를 수평상태로 둔 상태에서 시험체를 실

험장치에 설치한 후 시험체의 모든 면을 정형한다.

② 하중에 따른 지반 침하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험체

의 윗면에 측점들을 표시한다.

③ 아크릴판과 쇠막대를 사용하여 시험체를 실험장치

에 고정한다.

④ 시험체에 하중을 가하면 측점들은 이동하는데, 이

때 변위를 정확히 구하기 위해 정(井)자 모양의 변

위측정 기준선을 설치한다.

⑤ 실험장치를 수직으로 회전시킨 후 변위 측정용 카

메라(Canon EOS 760D모델, 2420만화소)를 설치

한다.

⑥ 시험체의 좌, 우, 하부에 위치한 램에 미량의 하중

을 가하여 시험체를 횡방향으로 구속한 후, 시험

체 상부에 위치한 폭 120 mm의 목재 가압판을 통

해 하중을 증가시킨다.

⑦ 가압실험 중에는 시험체의 변형을 수시로 촬영하

고 균열발달상황을 기록한다.

⑧ 실험 후에는 사진들을 분석하여 파괴양상 및 측점 

변위를 정량적으로 구한다.

4. 실험결과 및 검토

4.1 공동 심도의 영향

공동의 심도가 기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A그룹에 속한 4가지 모형들을 실험하였다. 

A1, A2, A3모형은 공동 심도가 각각 0.5B, 1.0B, 1.5B

인 모형이며 A4모형은 무공동 모형이다.

Fig. 8은 공동 심도가 0.5B인 A1모형의 실험결과로

서, 하중 증가에 따라 발생한 기초 하부의 변형과정을 

파노라마 사진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528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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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state (b) 528 kPa (c) 600 kPa (d) 631 kPa

Fig. 8. Deformation behaviors of model A1

(a) initial state (b) 778 kPa (c) 805 kPa (d) 841 kPa

Fig. 9. Deformation behaviors of model A4

Table 2. The experimental results of “A”group models with different cavity depths

Items Model A1 Model A2 Model A3

Depth 0.5B 1.0B 1.5B

Testing pressures 528 → 631 kPa 605 → 637 kPa 688 → 794 kPa

Failure photograph 

of the final stage

Failure mode and 

cavity deformation

일 때 기초 양 끝단과 공동의 양쪽 선단을 연결하는 파

괴균열이 최초로 생겼고, 최대압력은 631 kPa로서 Fig. 

8(d)와 같이 변형되어 관입파괴(punching failure) 현상

을 보였다. Fig. 9는 공동을 포함하지 않은 A4모형의 

실험결과인데, 이는 778 kPa의 압력이 가해질 때 최초 

균열이 생겼고 최대압력은 841 kPa로서 Fig. 9(d)와 같

이 변형되어 전단파괴(shear failure) 현상을 보였다.

Table 2는 공동 심도가 서로 다른 A그룹 모형들의 실

험압력, 변형거동, 파괴양상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실험압력은 균열개시압력과 최대압력을 각각 

표시하였고, 변형거동은 실험 최종상태의 사진으로 나

타내었으며, 파괴양상은 균열선과 공동변형을 각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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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ubsidence profiles of model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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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sting pressures of models with different cavity 

depths

(a) initial state (b) 528 kPa (c) 580 kPa (d) 631 kPa

Fig. 12. Deformation behaviors of model B2

선과 빨간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모형별 파괴양상을 비

교하면, 공동 심도가 가장 작은 A1모형은 기초 양 끝단

과 공동의 양쪽 선단을 직접 연결하는 파괴균열로 인해 

관입파괴가 일어났지만, 심도가 큰 A2, A3모형의 파괴

양상은 이와 달랐다. 이들은 가압 초기에는 Fig. 9의 무

공동모형과 유사하게 아래로 오목한 파괴균열을 보이

다가, 하중이 증가되면 기초 양 끝단과 공동 양쪽 선단

을 연결하는 파괴균열로 발전하였는데, A2모형은 상부 

전단파괴와 하부 관입파괴가 나타났으며, A3모형은 전

단파괴가 이중으로 발생하였다.

Fig. 10은 A1모형의 침하곡선으로, Fig. 8(b), (c), (d) 

사진을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기초 하부지반

은 하중 증가에 따라 침하량이 점차 증가함을 볼 수 있

다. 한편, Fig. 11은 A그룹 모형들의 균열개시압력과 최

대압력을 비교한 것으로, 공동의 심도가 깊어질수록 기

초의 안정성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4.2 공동 위치의 영향

공동의 위치가 기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B그룹에 속한 모형들을 실험하였다. B1, B2, B3모

형은 공동 중심이 기초 중앙부로부터 각각 0.0B, 0.5B, 

1.0B만큼 이격된 모형이다. Fig. 12는 공동이 기초 우

측으로 0.5B만큼 이격된 B2모형의 실험결과이다. 이는 

528 kPa일 때 기초 우하단과 공동의 선단을 연결하는 

파괴균열이 최초로 생겼고, 최대압력은 631 kPa로서 Fig. 

12(d)와 같은 변형을 보였다. 

Table 3은 공동 위치가 서로 다른 B그룹 모형들의 실

험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3가지 모형 모두 초기하중 단

계에서는 기초 하단과 가장 인접한 공동 선단을 연결하

는 파괴균열이 먼저 발생하였지만, 하중 증가에 따른 

최종균열의 발생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공동이 기초 중앙 직하부에 위치한 B1모형은 관입파

괴를 보였지만, 공동이 기초 중앙부로부터 멀어질수록 

전단파괴도 함께 발생하였다.

Fig. 13은 B그룹 모형들의 균열개시압력과 최대압력

을 비교한 것으로, 공동이 기초 중앙부로부터 이격될수

록 기초의 안정성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동 중심이 

기초 중앙 직하부에 위치하는 B1모형과 0.5B만큼 이격

된 B2모형은 동일한 압력 값을 보였다.

Fig. 14는 B그룹에 속하는 4가지 모형의 침하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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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xperimental results of “B”group models with different cavity distances

Items Model B1 Model B2 Model B3

Distance 0.0B 0.5B 1.0B

Testing pressures 528 → 631 kPa 528 → 631 kPa 580 → 753 kPa

Failure photograph 

of the final stage

Failure mode and 

cavity deformation

Fig. 14. Subsidence profiles of models with different cavity 

di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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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esting pressures of models with different cavity 

distances

비교한 것으로, 모형별 최대압력이 작용할 경우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B1, B2모형은 상대적으로 작은 

압력(631 kPa)이지만 침하량이 컸고, 1.0B만큼 이격된 

B3모형과 무공동 모형인 B4모형은 큰 압력임에도 불구

하고 침하량은 작았다.

한편, B1, B2모형을 비교하면, 서로 같은 균열개시압

력 값을 보여 기초의 지지력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침

하곡선의 형태는 달랐다. B2모형은 기초의 좌측부에 비

해 우측부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위를 보여 부등침하 현

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Fig. 5(f)와 같이 기초의 우측 

직하부에 존재한 공동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

과를 감안하면, 공동이 기초 중앙부로부터 이격되더라

도 공동의 일부가 기초저면의 직하부에 놓일 때는 기초

의 안정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부등침하의 위험마저 있

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할 공동의 위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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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state (b) 350 kPa (c) 477 kPa (d) 580 kPa

Fig. 15. Deformation behaviors of model C2

Table 4. The experimental results of “C”group models with different cavity inclinations

Items Model C1 Model C2 Model C3

Inclination 0° 45° 90°

Testing pressures 528 → 631 kPa 350 → 580 kPa 477 → 528 kPa

Failure photograph 

of the final stage

Failure mode and 

cavity deformation

4.3 공동 경사의 영향

석회암 타원형 공동은 Fig. 1과 같이 층리면을 따라 

생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층리면은 습곡이나 단층 등의 

각종 지질작용에 따라 다양한 경사를 보인다. 본 연구

에서는 공동의 경사가 기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C그룹에 속한 모형들을 실험하였다. C1, C2, C3

모형은 타원형 공동의 장축 각도가 각각 0°, 45°, 90°인 

모형이다. Fig. 15는 공동 경사 45°인 C2모형의 실험결

과로서, 350 kPa일 때 기초 우하단과 공동의 우측선단을 

연결하는 파괴균열이 최초로 생겼고, 최대압력은 580 

kPa로서 Fig. 15(d)와 같이 변형되어 관입파괴 현상을 

보였다.

Table 4는 공동 경사를 달리한 C그룹 모형들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파괴양상을 

보였는데, C1모형은 기초 양 끝단과 공동 양쪽 선단을 

연결하는 파괴균열이 발생하였고, C2모형은 기초 우하

단과 공동 우측선단을 연결하는 파괴균열이 먼저 발생

한 후 공동 양쪽 선단을 연결하는 파괴균열로 발전하였

으며, C3모형은 기초 양 끝단과 공동 양쪽 측면 중앙을 

연결하는 파괴균열이 주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C1, 

C2모형은 관입파괴를 보였으나 C3모형은 무공동 모형

과 유사한 전단파괴 현상을 보였다. C3모형의 파괴형식

은 고각도의 공동 경사일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으로 보

이지만, C3모형의 실험압력은 무공동 모형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기초 안정성이 크지는 않다.

한편, 탄성론에 따르면 일축압축응력 상태에서 장축이 

수평하거나 수직한 타원형 공동의 경우, 천반과 바닥에

서는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측벽에서는 압축응력이 발생

하며, 특히 장축이 수평한 공동의 경우는 더 큰 응력이 

집중된다. 그리고 경사 공동의 경우는 수평이나 수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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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esting pressures of models with different 

Inclinations of elliptical cavity

(a) initial state (b) 688 kPa (c) 762 kPa (d) 820 kPa

Fig. 17. Deformation behaviors of model D1

(a) initial state (b) 431 kPa (c) 454 kPa (d) 477 kPa

Fig. 18. Deformation behaviors of model D3

동에 비해 작은 응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Table 4에 제시

한 실험 결과는 이러한 탄성론에 따른 해석 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데, 이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형재료가 비탄

성체인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3가지 모형

에서 가압지점과 공동 선단까지의 최단 이격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Fig. 5 (i), (j), (k)와 

같이 C1, C2, C3모형은 동일한 공동 중심좌표를 가지면

서 경사를 달리하였기 때문에, 공동 중심의 심도는 60 

mm로 동일하지만, 가압지점과 가장 근접한 공동의 깊

이는 각각 47 mm, 30 mm, 20 mm로 서로 다르다. 따라

서 Table 4의 실험 결과는 공동의 경사뿐 아니라 심도에 

따른 영향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Fig. 16은 C그룹 모형들의 실험압력을 비교한 것으

로, 공동 경사 45°인 C2모형은 가장 작은 균열개시압력

을 보였지만, 90°모형은 가장 작은 최대압력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초의 안정성을 판단

할 때는 초기 균열이 발생한 압력을 기초의 극한지지력

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45°경사모형이 3가지 

모형 중 가장 불안정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4.4 공동 크기의 영향

공동의 크기가 기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D그룹에 속한 모형들을 실험하였다. D1, D2, D3모

형은 공동 심도가 1.0B이고 타원형 공동의 장축길이가 

각각 1/3B, 2/3B, 3/3B인 모형으로서, 모형공동의 면적

은 419, 1676, 3770 mm
2
이다. Fig. 17은 공동 크기가 

가장 작은 D1모형의 실험결과로서, 688 kPa일 때 무공

동모형처럼 아래로 오목한 파괴균열이 최초로 생겼으

며, 최대압력은 820 kPa로서 Fig. 17(d)와 같이 변형되

었다. Fig. 18은 심도 1.0B에서 타원장축길이 1.0B를 

가진 D3모형의 실험결과로서, 431 kPa일 때 기초 양 

끝단과 공동 양쪽 선단을 직접 연결하는 수직 파괴균열

이 최초로 생겼으며, 최대압력은 477 kPa로서 Fig. 



석회암공동 상부 기초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모형실험 연구504

Table 5. The experimental results of “D”group models with different cavity sizes 

Items Model D1 Model D2 Model D3

Length of major 

axis of elliptical 

cavity

1/3B 2/3B 3/3B

Testing pressures 688 → 820 kPa 605 → 637 kPa 431 → 477 kPa

Failure photograph 

of the final stage

Failure mode and 

cavity deformation

Fig. 19. Testing pressures of models with different cavity 

sizes

18(d)와 같이 변형되었다. 특히 D3모형은 초기 균열이 

개시된 이후 큰 압력 증가를 보이지 않으면서 기존 균

열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Table 5는 공동 크기를 달리한 D그룹 모형들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이들 역시 서로 다른 파괴양상

을 보였다. D1모형은 아래로 오목한 이중 파괴균열을 

보여 전술한 A3모형과 유사하게 전단파괴가 이중으로 

발생하였고, D2모형은 아래로 오목한 파괴균열과 기초 

양 끝단과 공동 양쪽 선단을 연결하는 파괴균열을 보여 

상부 전단파괴와 하부 관입파괴가 함께 나타났으며, D3

모형은 기초 양 끝단과 공동 양쪽 선단을 거의 수직으로 연

결하는 파괴균열로 인해 순수한 관입파괴만 발생하였다.

Fig. 19는 D그룹 모형들의 균열개시압력과 최대압력

을 비교한 것으로, 공동의 크기가 커질수록 기초의 안

정성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4.5 공동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석회암 지반에서 지하수는 대개 층리면을 따라 흘러 

용해작용을 하므로, Fig. 2와 같이 몇 개의 공동이 거의 

일정한 경사로 연이어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

에서는 6개의 공동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분포하는 

경우에 대한 가상적인 실험을 통해 현장 석회암 공동의 

분포형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E그룹의 모형실험을 시범

적으로 해보았다. 여기서는 6개의 공동이 3열 구조로 

분포하되 지하로 갈수록 지하수 작용이 작아져 공동 개

수가 작아지도록 배열하였으며, E1, E2모형에서 층리

면의 경사 또는 공동 장축의 각도는 각각 0°와 30°로 

달리 적용하였다. 

Fig. 20은 E1모형의 실험결과로서, 326 kPa일 때 기

초 양 끝단과 상부공동 및 하부공동을 연결하는 균열이 

동시에 발생한 후, 더 이상의 하중 증가는 없이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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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state (b) 326 kPa (c) 326 kPa (d) 326 kPa

Fig. 20. Deformation behaviors of model E1

Table 6. The experimental results of “E”group models with different cavity distributions

Items Model E1 Model E2 Model E3

Inclination 0° 30° N/A

Testing pressures 326 → 326 kPa 315 → 315 kPa 778 → 841 kPa

Failure photograph 

of the final stage

Failure mode and 

cavity deformation

Fig. 21. Testing pressures of “E”group models

20(d)와 같이 변형되었다. 또한, E2모형 역시 315 kPa

일 때 최초 균열이 생긴 후 마찬가지로 하중 증가 없이 

파괴가 진행되었다.

Table 6은 공동을 6개 포함한 E1, E2모형과 무공동 

모형인 E3모형의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실험

압력을 보면, E1, E2모형은 초기 균열이 생긴 후 하중

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아 균열개시압력과 최대압력은 

동일하지만, E3모형은 초기 균열발생 이후에도 어느 정

도 지지력을 발휘하였다. 다음으로 파괴양상을 보면, 

E1모형은 기초 양 끝단과 상부 바깥쪽 공동의 좌우선단

을 연결하는 균열과 함께 하부 공동 사이에서도 대칭적

인 균열을 보였으나, E2모형은 기초 양 끝단과 상부 3

개 공동 모두를 연결하는 균열과 함께 하부 공동에서는 

타원 단축방향으로의 균열이 주로 발생하였다. 

Fig. 21은 E그룹 모형들의 균열개시압력과 최대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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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ubsidence profiles of “E”group models

을 비교한 것으로, 여러 개의 공동이 존재할 경우는 무

공동 모형에 비해 기초의 안정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층리면의 경사가 0°, 30°인 E1, E2모형의 균열개시압력

은 각각 326, 315 kPa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E2모형의 압력 값이 약간 작은 것은 Fig. 5(r), (s)와 같

이 E2모형이 E1모형에 비해 기초와 인접 공동 사이의 

거리가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22는 E그룹에 속하는 3가지 모형의 침하곡선을 

비교한 것으로, E1, E2모형은 무공동 모형인 E3모형에 

비해 작은 압력이지만 침하량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E1, E2모형의 침하곡선 형태를 비교하면, E2모형

의 침하분지의 폭은 E1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함

몰형(sinkhole) 침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개 공동의 분포상태가 침하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시사해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석회암 공동 상

부에 존재하는 구조물 기초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공

동의 형상은 단축장축비율 1/3인 타원형으로 가정하고 

모형기초의 폭(B)은 120 mm로 설정하여, 공동의 심도, 

위치, 경사, 크기, 개수를 변화시킨 5가지 그룹, 12개 모

형들을 실험하였다. 이를 통해 모형별 균열개시압력, 최

대압력, 변형거동, 파괴양상, 침하곡선을 구하였으며, 공

동의 제반 조건들이 기초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로부터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무공동 모형은 전단파괴를 보였으나, 공동 포함 모

형들은 공동의 심도, 위치, 경사, 크기, 개수에 따라 

관입파괴만 발생한 경우, 전단파괴와 관입파괴가 함

께 발생한 경우, 전단파괴가 이중으로 발생한 경우 

등의 다소 복잡한 파괴형식을 보였다.

2. 공동 심도가 0.5B, 1.0B, 1.5B인 모형들의 실험을 

통해 공동 심도가 커질수록 기초의 안정성이 증가함

을 입증하였다.

3. 공동 중심이 기초 중앙부로부터 0.5B만큼 이격되어 

공동의 일부가 기초저면의 직하부에 놓일 때는 부등

침하가 관찰되었고, 1.0B만큼 이격되면 기초의 안정

성은 증가하였다.

4. 심도 0.5B에서 공동 경사를 달리한 모형들 중에는 

45°경사모형이 가장 불안정한 경우로 나타났다.

5. 공동 크기를 달리한 모형들의 실험을 통해 공동 크

기가 커질수록 기초의 안정성이 감소함을 입증하였

으며, 특히 심도 1.0B에서 폭 1.0B를 가진 공동 모

형(D3모형)은 순수한 관입파괴 현상을 보였다. 

6. 공동의 개수가 많으면 기초의 안정성은 매우 저하되

었으며, 공동들의 분포상태에 따라 침하곡선은 다른 

형태를 보였다.

7. 모형실험은 극단적인 하중조건에서 실시된 것이나, 

이 연구의 결과는 석회암 공동 상부에 위치하는 구

조물의 안정성을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용도로 사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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