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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회기반시설이 집한 도심지에서 싱크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분의 싱크홀이 시민

의 생활 역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싱크홀의 주요 발생요인인 도시개발과 지하수 리에 한 체계 인 책수립

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싱크홀과 직간 으로 련성이 깊은 지형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연구지역

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험요인을 분석하고자 하 다. 분석에 사용된 지형공간정보는 싱크홀의 발생원인을 지형학

 에서 구축한 정보이며, 정보의 처리와 분석은 GIS를 기 로 한 다양한 공간분석도구를 이용하 다. 연구결과, 

지형학  요인이 싱크홀의 발생원인과 유의미한 련성이 존재하며, 지하에 설치된 각종 망과 지하수 의의 이동

특성, 기타 지형학  특성의 리가 필요함을 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도시방재분야의 의사결

정지원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수문지형학  공간모델링분야를 목한 확장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키워드 : 싱크홀, 지형공간정보, GIS, 공간분석

Abstract  Sinkholes happen in increasingly higher frequency in downtown areas with a concentra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these days. Most sinkholes occur around the living areas of citizens, which calls for a systematic 
countermeasure plan for urban development and underground water management, which are parts of the main 
causes of sinkholes. This study thus set out to analyze the risk factors of sinkholes in the subject area by 
using geospatial information deeply connected to sinkhole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e geospatial 
information used in analysis was obtained by examining the causes of sinkholes from a topographical 
perspective. Collected data were treated and analyzed with a range of spatial analysis tools based on GIS. 
The findings show that topographical factors had significant relations with sinkhole causes and raise a need 
to manage all kinds of pipe networks underground, the movement characteristics of underground water levels, 
and other topographical features. The findings may serve as data to support decision-making processes in the 
field of urban disaster prevention and call for extensive research to incorporate hydro-geomorphology and 
spatial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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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사회 문화  소통의 장

을 제공하기 한 각종 인 라가 집 된 곳이다. 이러한 

혜택과 이 이 주어지는 도시에는 인구의 집 이 발생하

게 마련이다. 한 도시 집 화는 도시기반시설의 수요

를 확 시켜 육상과 지하에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

게 되었다. 특히 도시의 지하엔 지하철이나 각종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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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각종 지하시설이 난개발되고 있으며, 격한 지하

수 유출에 의한 각종 사고가 뒤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지

하시설 개발과 각종 지하 배 의 손에 의한 지하수  

변동 등의 복합  원인에 의한 싱크홀의 발생빈도가 높

아지고 있다. 더욱이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한 기후변화

로 돌발성 강우가 꾸 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유출량 

 지하수 의 변동성 확 , 그리고 싱크홀 발생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라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장기 으로

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하시킨다. 싱크홀은 일부지역

에 한정되어 발생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돌발 으로 발

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한 발생지역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싱크홀 련 연구 사

례로는, 싱크홀 측과 응방안 연구, 도로함몰에 한 

험도 평가기술 개발, 싱크홀 동공 탐지 시스템 개발, 싱

크홀 방지를 한 환경 향평가 등이[1,2] 있으나, 부분

의 연구가 상하수도  손과 싱크홀의 련성을 악하

는데 편 되어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도시민의 삶

의 질 제고와 도시방재 행정의 신뢰도 구축을 해서는 

싱크홀의 측과 방을 한 구체 인 연구성과를 통해 

도시개발과 지하수의 체계  리를 한 응책 마련이 

시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싱크홀 발생과 역학  

련성이 있는 지형공간정보와 이를 효과 으로 평가하여 

분석할 수 있는 GIS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싱크홀의 험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싱크홀의 원인과 평가

2.1 싱크홀의 발생원인

싱크홀은 땅 속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물질의 유출에 

의해 땅을 르고 있는 압력을 버텨내지 못하여 지반이 

꺼지는 상으로 땅꺼짐, 지반함몰, 돌리네 등으로 불린

다(Fig. 1). 

싱크홀의 유형은 자연  원인에 의한 싱크홀과 인공

 즉 인간의 개발행 에 의해 발생하는 인공  싱크홀

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원인에 의한 싱크홀의 경우 

빈 지하공간이 생기기 쉬운 석회암, 충 층, 단층이 많은 

지역에서 생긴다. 석회암이 지하수와 만나면 석회암의 

탄산칼슘 성분이 지하수의 이산화탄소에 의해 녹게 되어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석회암 층의 두께

가 크고 리나 단층 등의 균열이 존재하게 되면, 돌발  

집 강우와 같은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해 속히 빈공간

의 크기가 확 되어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 

Fig. 1. Sinkhole case(Cheonan-si)[3]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부분이 화강암과 편마암으

로 이루어져 있으나 석회암 지 도 범 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싱크홀의 발생 가능성은 상시 존재하고 있다. 

인공  원인에 의한 싱크홀의 유발요인  표 인 것

은 도시기반시설이 집한 지역에서의 지하구조물 설치

와 련된 각종 공사행 이다. 지하철의 경우 공사행

와 함께 많은 지하수가 유출되게 되고 이로 인해 지하수

의 이동 혹은 지하수 의 격한 변동에 의해 싱크홀이 

발생한다. 공사행 와 함께 싱크홀 발생의 요 요인  

하나는 상하수도 의 손이다. 상하수도 이 노후 등의 

원인에 의해 손되면 토사 유실과 함께 지반이 내려앉

아 싱크홀이 발생한다.  한 갈수기 상수공 량의 하

에 의한 지하수 정개발과 과잉양수도 지하수 를 변동

시키며, 지하수의 격한 변동은 지하수의 이동과 함께 

지반이 내려앉는 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싱크홀 

발생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빈도는 낮으나 폐

지역에서나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4-6].

2.2 싱크홀 현황과 평가

환경부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국에

서 발생한 싱크홀은 53개소로 나타났다. 국민안 처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05년부터 2015년 7월) 

국의 36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상이성

은 통계집계에 용한 기 의 차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16개소로 가장 많았고, 표 인 발생원인은 자연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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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하개발(27.3%), 상하수도  손(51.5%)으로 

나타났다. 싱크홀  가장 큰 규모는 길이 80미터, 폭 7미

터, 깊이 1미터이다[7].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천안시는 

극 인 도시개발과 산업체 유치를 추진하는 도시이다. 

ID Year Scale(depth×width×wide) Recurrence

1 2011 0.5m × 0.5m × 0.5m ×
2 2014 2m × 2m × 10m

○
3 2015 1m × 0.5m × 1m
4 2015 2m × 1.5m × 2m ×
5 2016 1m × 1m × 2m ×
6 2016 2m × 1m × 1m ×

Table 1. Current status of Sinkhole(Cheonan-si) 

최근에는 인 한 아산시와도 공동 개발사업을 진행하

고 있으며, 지하수 정을 범 하게 개발하고 있다. 따

라서 지하수 유출에 한 모니터링은 물론 싱크홀과 

련된 도시방재 책이 필요한 시 이다. 이에 천안시를 

연구지역으로 설정하 으며, 련 정보를 수집하 다. 천

안시는 2011년부터 2016년 재까지 6건의 싱크홀이 발

생하 다(Table 1). 6건의 싱크홀은 주거지역 인근이나 

교통량이 많은 주간선도로에서 발생하 으며, 이  2건

은 동일한 지 에서 발생하 다. 국 인 경향과 같이 

천안시에서도 싱크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8-10]. 

부분의 싱크홀은 특별한 조증상 없이 돌발 으로 발

생한다. 싱크홀을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는 도로 노면 

상이나 변형 측정장비, 물리탐사장비 등의 도로상태 

조사장비, 이더 성 상 등을 활용한 측기법들이 

있다[11-15]. 기존의 평가기법들은 지표면에서 지하를 탐

사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발생원인이 지질, 지하수  등

의 지형학  특성과 매우 한 연 성이 있기 때문에, 

지형학  분석법을 통해 발생요인을 평가하고자 한다. 

싱크홀 발생의 지형학  요인으로 지질, 지하수, 인 성 

분석값을 선정하 다. 이외에도 지하철이나 지진발생 

치, 하수  설치 치 등이 있으나 천안시에는 해당사항

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GIS 공간분석을 통한 싱크홀 

요인평가

3.1 자료수집

Table 2는 싱크홀 요인평가를 해 수집한 자료들이

다. 싱크홀 발생 인자를 기 로 싱크홀 발생 치도, 도로

망도, 지질도, 지하수 도, 수치표고모델, 정 치도, 하

천망도등을 선정하 다. 싱크홀 발생 치도는 장조사

를 통해 측지학  치와 규모를 확인하 다.

No Map Coordinate system

1 Sinkhole location Korea2002, central
2 Road Korea2002, central
3 Geology Korea2002, central
4 Groundwater level Korea2002, central
5 Digital elevation model Korea2002, central
6 Tube well Korea2002, central
7 Stream Korea2002, central

Table 2. Research materials 

3.2 지형공간정보 구축

수집한 자료는 GIS를 기반으로 한 지형공간정보로 구

축하 다. 지형공간정보는 한국측지계를 기  좌표계로 

설정하 으며, 상(topology) 계룰 수립하고 속성

(attribute)치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 다.

Fig. 2. Sinkhole location 

    

Fig. 3. Geology

Fig. 4. Groundwater level 

    

Fig. 5. Stream & Tube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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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low path slope of 

Groundwater 

Fig. 2는 천안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치도 황이

다. 속성 데이터베이스에는 Table 1에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Fig. 3는 해당지역내의 지질을 맥암류, 섬

록암, 화강암, 휘록암, 흑운모편마암 등으로 분류한 지질

도이며, Fig. 4와 Fig. 5는 하천망, 지하수 정, 지하수  

등에 정보이다. Fig. 6는 지하수 도를 바탕으로 지하수

의 지형학  흐름상태를 경사도의 형태로 분류하여 구축

한 자료이다. 각 자료는 치와 형태, 특성값을 벡터와 래

스터, 속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 으며, 공간  기 으

로 한국측지계 2002, 부원 을 용하 다.

3.3 GIS 공간분석

싱크홀은 지하 지형 구조의 교란에 의해 발생하는 것

이므로, 지형의 특성을 반 한 분석이 필요하다. Fig. 7은 

연구에서 사용한 공간분석 방법론이다.

Fig. 7. GIS spatial analysis

분석을 해 싱크홀 발생요인을 수문지형학  에

서 분류  구축한 지형공간정보를 입력하 다. GIS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해 지형공간정보와 공

간분석기법을 이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분석기법 , 

인 성 분석, 첩 분석, 수문학  지표면 분석기법을 

용하 다. 인 성 분석은 벡터기반의 도구와 래스터기반

의 도구로 구분할 수 있다. 벡터기반의 도구는 Eq. 1에서

와 같이 기  요소로부터 상 요소까지의 향권과 최

단거리, 가 치를 용하여 최 의 근 성 분석을 수행

한다.

 
  



                 (1)

여기서, F는 인 성 분석결과, b는 인자별 향권, N은 

인자간의 최단거리, W는 가 치이다. 래스터 기반의 도

구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기반으로 원자료의 임의 치와 

주변 요소의 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첩분석은 

공간  범 가 같은 자료들을 첩시켜 치와 속성의 

계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수문학  분석은 지하수의 

유출특성을 알기 해 흐름경사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

법이다(Eq. 2).

                   (2)

여기서, S는 흐름방향, C는 상 치사이의 고도차, D는 

상 치사이의 거리이다. 분석을 통해 나온 최종 산출

자료는 입력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지형공간정보의 형태

를 가진다. 이와 같은 최종성과를 유의미한 의사결정지

원 자료로 제공하기 해서는 공간통계작성 등의 차가 

필요하다.

3.4 싱크홀 발생요인 분석

싱크홀 발생요인을 수문지형학  특성 에서 지형

공간정보와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은 연구 상지역인 천안시에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발생한 6개 싱크홀 치에서의 지형공간정보를 

상으로 하 다. Table 3의 ID항목은 Table 1의 ID와 

동일한 항목이다. 지질특성은 싱크홀 체에서 Qa로 나

타났다. Qa는 미고결층을 의미하며, 풍화암편이 집 된 

층이다. 미고결층은 집 강우 등에 의해 지반이 쉽게 약

화되는 곳으로서 싱크홀 발생과도 한 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토양 특성은 A, C, D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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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Geology Soil type

1 Qa C
2 Qa C
3 Qa A
4 Qa D
5 Qa A
6 Qa A

Table 3. Geology & Soil type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토양도를 수문학  토양군

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상세한 성질은 Table 4와 같다.

Type Drainage properties

A Very Good
B Good
C Bad
D Very Bad

Table 4. Soil type properties

토양군 A는 배수상태가 매우 양호한 토양이며 유출율

은 낮고 침투율은 단히 크다. B는 침투율이 크며 배수

상태는 체로 양호한 특징이 있다. C는 배수상태가 

체로 불량이며 침투율은 체로 작다. D는 침투율이 

단히 작고 배수상태는 단히 불량하다. 연구지역에서의 

토양군은 싱크홀과의 유의성은 은 것으로 단된다.

ID Groundwater level Slope(degree)

1 50.00m 0.00
2 50.00m 0.00
3 29.35m 4.37
4 59.74m 3.79
5 14.15m 5.96
6 44.27m 8.75

Table 5. Groundwater level & Slope 

Table 5에서 연구지역의 지하수 는 최  0.99m에서 

최  240.57m, 평균 72.17m, 표 편차는 61.21이다.  지하

수 는 높은 쪽 보다는 낮은 수 에서 싱크홀 발생 분포

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경사도는 각도단 로 산정하

다. 평탄지역은 0도, 수직벽은 90도가 된다. 연구지역의 

경사도는 최  0도에서 최  89.43도, 평균 8.25도, 표

편차는 11.72이다. 경사 보다는 낮은 경사군에서 싱크

홀의 분포를 나타나고 있다. 

ID Distance(m) Volume(㎥)

1 616.75 40
2 616.75 0.50
3 352.61 6
4 1142.58 2
5 124.41 1.50
6 318.08 0.36

Table 6. Proximity

Table 6의 인 성 분석 결과 값은 싱크홀의 발생 치

와 지하수의 유출구(하천, 호 등) 사이의 기하학  거리

이다. 싱크홀과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약 100m에서 1km

까지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싱크홀의 규모도 다양

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8. Significance analysis of the factor 

 

싱크홀의 발생요인을 지질, 지하수 , 인 성 등으로 

선정하여 GIS 공간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 8에서와 같

이 나타났다. 싱크홀 발생은 지하수  요인과 인 성 요

인 분석 결과 사이에 상당한 유의성을 보이고 있었다. 지

하수 를 통해 만들어진 경사도와도 상 성이 보 다. 

즉, 지하수  요인의 수치가 높은 경우, 인 성 요인의 분

석치도 높은 경향을 나타나고 있었다. 인 성 요인의 분

석치는 싱크홀 발생 치와 주변 유출구(하천, 호 등)와의 

기하학  근성 수치로서, 주변 유출구와 싱크홀 발생

원인의 련성 규명에 매우 요한 인자로 평가할 수 있

었다. 경사도 요인도 상 성을 보이고 있었으나,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사도가 싱크홀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  

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지질 요인은 모든 분석 

상에서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분석으로서의 가치

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집 강우와 같은 외부 요

인에 의해 지반의 유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질에서 

싱크홀이 발생하 으므로, 이 한 요한 발생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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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지형공간정보는 싱크홀의 발생요인을 수문지형학

 에서 요한 정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요인간

의 기하학  계, 상 계 등을 기반으로 공간모델링 

 공간통계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이에 따라 싱크홀 발생에 향을 미치는 수문지형학

 요인으로 지하수 , 지질, 인 성 분석 결과 등이 고려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시계획

과 개발, 리를 담당하는 주체는 도시개발 시 도시방재

의 에서 지질의 형태를 고려하고, 지하수의 유출과 

이동, 수 변동을 추   리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는 싱크홀 발생과 역학  련성이 있는 지형

공간정보와 이를 효과 으로 평가하여 분석할 수 있는 

GIS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싱크홀의 험요인들을 분석

하 다. 기존 연구에서는 싱크홀의 원인을 지하시설물의 

손과 그로 인한 향으로 국한하고 지형학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싱크홀 발생요인을 

지형공간정보로 구축하고 GIS 공간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요인들의 수문지형학  특성을 분석하 다. 연구 상 범

의 지질, 지하수 , 인 성 분석치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지하수 와 인 성 수치간의 한 상 성이 있

었으며, 지질과 경사도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

구결과는 도시방재의 에서 싱크홀의 측과 방재분

야 업무, 의사결정지원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추후 연구범 를 확 하여, 수문지형학과 공간모델

링을 목한 도시방재 지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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