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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4년 지반침하 현상이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며 정

부, 지자체에서는 전국적인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해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최근 5년 동

안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의 원인을 1)하수관 손상

(84.5%), 2)상수관손상(1.7%), 3)인접굴착공사 등 기타 

원인(13.8%)으로 발표하였다1). 또한, 최근 발간된 ‘서

울시 도로관리 기술백서(2017)’에서는 1)하수관손상

(51%), 2)상수관 손상 (13%), 3)굴착복구 미흡 (25%), 4)

공사중 함몰 (11%)으로 지반침하 발생 원인을 제시하

였으며, 매설관로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2). 

Fig. 1은 ○○시에서 분석한 지반침하 발생원인을 나타

낸다.

이와 같이 지반침하 현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전문

가들은 지반침하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국토교통부 에서는 2015년 ‘지반침하(함몰) 안전관

리 매뉴얼’을 발간하여 주요 발생 원인에 따른 대응 방

 

Fig. 1. Cause of ground subsidence1,2).

안을 제시하고3), 환경부에서는 2015년 ‘하수관로 정밀

조사 매뉴얼(Ministry of Environment)을 통하여 지반침

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후관로 내부 

진단 방법을 구체화 하였다4). 또한, 서울연구원에서는 

굴착 복구공사의 시간부족으로 인한 품질저하 예방 및 

적절한 뒤채움재 사용으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분석 하였으며5), 서장원은 폐광

산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적인 범위에서의 지반침하 발

생 위험도와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를 

상대적 순위 관점에서 평가하는6) 등 많은 연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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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alysis procedure of ground subsidence using GIS 
method.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피해저

감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대표 지반침하 영향인자 

9개를 선정 후 AHP 분석기법을 활용한 인자별 가중치

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의 지반침하 발

생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분석절차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반침하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위험인자를 선정 및 GIS기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

며, 수집․가공된 데이터를 밀도, 빈도비 분석하여 위

험인자와 지반침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중

첩분석을 통해 GIS기반 ○○시의 지반침하 Hazard 

Map을 구축하였으며, 지반침하 위험인자들의 가중치

를 반영한 Hazard Map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

로, 지반침하 이력과 Hazard Map의 중첩율을 분석하였

다. Fig. 2는 본 연구의 GIS기반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절차를 나타냈다.

2. 위험도 평가를 위한 DB 및 공간정보 분석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위

해 ○○시에서 구축․관리 하고 있는 속성정보를 분석

하였다. 그리고 속성정보를 공간패턴으로 분석하기 위

해 밀도분석을 수행한 후 결과를 도출하였다.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위해 지반침하와 밀접한 관

계가 있는 9가지 위험인자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

하였다. 또한, 위험인자들은 분석이 용이하기 위해 인

자별 5개의 표준화된 코드를 지정하였으며, 코드 값은 

커질수록 위험도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시 자료에

서 지하철 정보의 경우 표준화된 코드 지정을 위한 속

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분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하철 정보를 다른 영향인자들과 동일하게 코드를 반

영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노선별 동공의 심도, 직경 등 

추가 DB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Table 1 참조).

Table 1. Classification of ground subsidence risk factor

No. Influence factors Code Classification

1 Under water level

5 Packaging layer

4 Burial layer

3 Deep layer

2 Alluvial layer under water

1 Rock layer under water

2
Soil properties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USCS)

5 CH, OH, PT

4 CL, OL, MH

3 SM, SC, ML

2 SP, GM, GC

1 GW, GP, SW

3 Subway line information 1 -

4 Waterworks pipe laying year

5 25Year Excess

4 20~25Year

3 15~20Year

2 10~15Year

1 10Year Below

5 Waterworks pipe diameter

5 150 mm Below

4 150 mm~350 mm

3 350 mm~600 mm

2 600 mm~1,000 mm

1 1,000 mm Excess

6 Waterworks pipe material

5 CIP, GSP

4 PVC, PE

3 SP, PC, PCC

2 DCIP

1 STS, PFP

7 Sewer pipe laying year

5 25Year Excess

4 20~25Year

3 15~20Year

2 10~15Year

1 10Year Below

8 Sewer pipe diameter

5 150 mm Below

4 150 mm~350 mm

3 350 mm~600 mm

2 600 mm~1,000 mm

1 1,000 mm Excess

9 Sewer pipe material

5 CIP, GSP, HP

4 PVC, PE

3 SP, PC, PCC, CP

2 DCIP

1 STS, P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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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3,551개의 지반침하 이력정보를 구축․관

리하고 있으며, 36가지 속성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지

반침하 이력 정보 속성 중 최초 발견 깊이를 기준으

로 공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반침하 이력이 100개 

이상인 지역은 전체 25개 구 중 13개 구로 나타났으

며, ○○구가 833개로 가장 많은 이력정보가 분포되어 

있다.

○○시 시추정보는 총 112,40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층정보, 표준관입시험정보, 입도분포시험정보, 지하

수위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시 전역에

는 총 27,388개의 유효한 지하수위 정보가 구축․관리 

되고 있다. 지하수위는 -0.05 m ~ -807 m까지의 심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심도는 -6.04 m로 나타났다. 여기

서, 지하수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간정보로 

변환하기 위한 위치정보(X, Y좌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

았으며, 지하수위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인자들의 위치

정보를 공간정보로 변환 하였다. 지층정보의 경우, 지반

침하와 상관관계가 높은 표토층의 정보만을 추출하였

으며, 지하수위의 위치정보와 매칭하여 20,901개의 지

층정보를 공간분석에 활용하였다. 지층정보(USCS) 분

석결과,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층정보는 코드 

3(SM, SC, ML)으로 10,903개(52.16%)이며, 코드 3이상

의 지층정보가 95.32%로 ○○시의 표층 지반강도는 대

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굴착공사와 지반침하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

기 위하여 지하철 노선정보를 활용하였다. 또한, 지반

침하 현상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시 관로 노후화 

분석을 위하여, 상하수관로 정보 중 3가지 속성정보(매

설년도, 관경, 재질)를 분석하였다.

상수관로 매설년도의 경우 1,292,502개의 정보로 이

루어져 있었으며, 매설한지 2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전

체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관로 관경의 

경우 1,292,248개의 정보를 분석결과 150 mm이하인 상

수관이 전체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질의 

경우 1,292,248개의 정보를 분석하였으며, 회주철관

(CIP)과 아연도강관(GSP)이 전체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관로 매설년도의 경우 380,694개의 정보

를 분석결과 매설한지 20년 이상인 하수관은 전체 하수

관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관로 관경

은 380,694개의 정보를 분석하였으며, ○○시의 하수관

로 중 관경이 350 mm 이하인 하수관은 전체 하수관 중 

26%를 차지하였다. 하수관로 재질의 경우 380,694개의 

정보를 분석결과 재질이 흄관인 하수관은 전체 하수관 

중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영향인자

별 속성 정보 분포를 나타낸다.

Ground subsidence history information Underwater level information

Stratum information Subway line information

Water pipe information Sewer pipe information

Fig. 3. Result of attribute data analysis.

GI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밀도 분석결과 지하수위 

분포는 ○○시의 주요 하천 분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지반침하 위치정보와는 관련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전역에 분포한 지

층정보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위치정보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하철의 경우 노선이 

많이 겹칠수록 지반침하에 취약하게 나타났으며, 최대 

3개 노선이 교차하는 곳이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분석 

되었다. 상하수도관련 위험인자들의 밀도분석 결과 유

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하수관로 위험인자들이 상수

관로 인자들 보다 더 위험하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인자별로는 매설년도, 관경, 재질로 갈수록 

위험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례 값

은 분포도를 나타내는 밀도의 크기를 5단계로 나타냈

으며, 수치가 올라갈수록 지반침하에 위험하며, Fig. 4

는 밀도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GIS 분석기법을 활용한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한국안전학회지, 제32권 제6호, 2017년 107

Ground subsidence history information Underwater level information

Stratum information Subway line information

Waterworks pipe laying year Sewer pipe laying year

Waterworks pipe diameter Sewer pipe diameter

Waterworks pipe material Sewer pipe material

Fig. 4. Results of density analysis.

3.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

3.1 빈도비 분석

지반침하 현상과 위험인자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층정보, 지하수위, 지하철 정보 등 9가지 인

자를 식 3.1을 사용하여 등급별 빈도비를 산정하였다.

  




 equation 3.1

여기서, 는 번째 영향인자의 등급 별 빈도비 값

을, 은 빈도비 기반의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

Fig. 5. Result of frequency ratio analysis.

의 기초가 되는 지반침하 발생 위험지수를 나타낸다

(서장원)6). 분석결과 지하철 위치정보의 빈도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하철 위치 정보의 경우 코드를 노

선별로 1로 동일하게 지정하여 지하철 노선 밀도를 분

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하수관로 

매설년도, 관경, 재질, 상수관로 재질, 매설년도, 관경, 

지하수위, 지층정보 순으로 지반침하 현상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Fig. 5는 빈도비 산정 결과를 나타낸다.

3.2 AHP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9가

지 영향인자에 대한 AHP분석을 진행하였다. 계층분석

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Saaty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전문가 시스템 

기법으로 다기준 의사결정 등의 다양한 분양에서 사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9가지 영향인자들의 가중치

를 산정하기 위하여 지반공학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대중요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무

작위 일관성 지수(Random Consistency Index)는 1.45 

(n=9)이며, 일관성 비율(Consistency Index)이 0.1 이상

인 2건을 제외한 평균은 0.054로 분석되었다.

Table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HP 가중치 

산정 결과 하수관로 매설년도의 가중치가 28.93%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수관로 매설년도의 가중치가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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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AHP analysis

Applicable factor Weight(%) Ranking

Underwater level 11.320 5

Soil properties (USCS) 11.430 3

Subway line information 11.370 4

Waterworks pipe laying year 13.171 2

Waterworks pipe diameter 3.534 9

Waterworks pipe material 3.655 8

Sewer pipe laying tear 28.933 1

Sewer pipe diameter 8.999 6

Sewer pipe material 7.588 7

Total 100

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도비 

분석결과와 비교시 지하철 위치 정보를 제외하면 AHP 

분석결과와 우선순위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지반침하 위험도 작성 및 분석

9가지 위험인자별 공간분석 결과를 중첩하여 ○○시 

지반침하 위험도 지도를 작성하고, 지반침하 이력정보

를 중첩한 후 비교 분석하였다. Case 1은 AHP 분석결과 

값을 반영한 ○○시 위험도 지도이며, Case 2는 9가지 

위험인자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

낸다. 대부분이 범례 6이상으로 분포되며, ○○시의 경

우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전역의 3,551개의 지반함몰 이력정보 중 범례 6 이상으

로 분류된 지역과 Case 1은 3,176개 지점(89.4%), Case 

2는 2,961개 지점(83.4%)이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반침하 이력과 Hazard Map이 밀접한 상관

Hazard map (Case1) Hazard Map (Case1, Include ground 
subsidence information)

Hazard map (Case2) Hazard map (Case2, Include ground 
subsidence information)

Fig. 6. Hazard Map for ○○ city.

Hazard map 
(Exclude subway line information)

Hazard map 
(Exclude sewer information)

Fig. 7. Hazard map with frequency ratio analysis result.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Hazard 

Map Case1, 2의 결과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위험도 평가에 활용된 9가지 위험인자 중 상하수

도 관련 위험인자가 다른 위험인자들 보다 비중이 크

며, ○○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빈도비 분석결과 지반침하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하철 위치정보 및 하수관로 매설년도 위험인

자를 제외하고 위험도 지도를 작성 하였다. 지하철 위

치정보를 제외한 분석결과 지반함몰 이력정보와 범례 

6이상으로 분류된 지역의 중첩이 2,752개 지점(77.5%)

으로 나타났으며, 하수관로 매설년도 관련 위험인자를 

제외한 분석결과 2,475개 지점(69.7%)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수관로 위험인자가 지하철 위치정보 보다 

지반침하 위험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빈도비 분석결과 지하철 위치정보의 상

관성이 더 높게 분석되었으나, 지하철 선로의 중첩률

로만 분석되어 다른 위험인자들과 비교 하였을 때 그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철 위치정보, 

하수관로 위험인자를 제외한 Hazard Map은 Fig. 7과 

같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 지반침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9가지 영향인자를 선정하고 각 인자별 DB 및 

공간정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GIS 기반 지반침하 위

험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1) ○○시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DB 및 공간정보 분

석을 하였다. 지하수위의 경우 평균 -6.04 m의 평균심도

를 나타냈으며, 표층 지반강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수관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설년

도가 2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49%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관경이 150 mm이하의 상수관이 85%, 지반침하 발

생 위험이 높은 재질인 회주철관(CIP), 아연도강관

(GSP) 등의 상수관이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관로의 경우에도 매설년도가 20년 이상된 노후관

로가 73% 분포되어 있으며, 관경이 350 mm 이하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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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이 26%, 지반침하 발생 위험이 높은 재질인 흄관이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 분석결과 상하

수도 관련 인자들이 지하수위, 지층, 지하철 정보 보다 

지반침하에 더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빈도비 분석결과 지하철 위치정보의 빈도비가 

가장 높으며 하수관로, 상수관로 관련 위험인자, 지하

수위, 지층정보 순으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 지하철 위치 정보의 경우 코드를 노선별로 1로 

동일하게 지정하여 지하철 노선 밀도를 분석하였기 때

문이라고 판단된다.

(3) AHP 분석결과 9가지 영향인자들 중 하수도 매설

년도의 가중치가 28.933%로 가장 높게 산정되었으며, 

상수도 매설년도 13.171%, 지반 강도가 11.430% 순으

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철 위치정보를 제외하면 빈도

비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지반침하 위험도 지도에 지반침하 이력정보를 

중첩한 결과 범례 6 이상에서 중첩률이 80% 이상 나타

났으며, 위험도 지도의 정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AHP 분석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위험도 지도

와 비교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상하수도 

관련 인자의 비중이 다른 인자보다 크고, ○○시 전역

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5) 향후 지반침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굴착

공사 현장정보와 지하 터널심도, 갱도의 직경, 지하철 

정보 등 다양한 인자를 추가한 보다 현실적인 Hazard 

Map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취약지구, 시설물 

인프라 등의 정보와 2차 분석을 수행 한다면 구축된 

Hazard Map의 활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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