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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과거 지하자원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대의 폐광산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적인 

범위에서의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와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를 상대적 순위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지역의 수치갱내도, 수치지형도, 수치지질도, 시추공 자료, 

지반침하 발생 위치도 등을 통합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광산 지반침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8개의 주요 영향인자들(갱도 심도, 갱도 밀도, 갱도로부터의 

최소거리, 철도로부터의 최소거리, 암반등급, 지하수 심도, 사면경사, 

지표강우누적흐름양)을 선정하였다. 광산 지반침하의 발생과 

영향인자들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GIS의 다양한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GIS 데이터베이스로부터 8개의 영향인자 

주제도(래스터 레이어)를 생성하였으며, 모든 영향인자 레이어를 

동일 면적을 갖는 훈련지역(training area)과 검증지역(validation 

area)으로 분할하였다.  

통계적 기법의 하나인 빈도비 모델(frequency ratio)을 통해 

훈련지역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과 영향인자의 등급(속성 값 

범위)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영향인자의 등급별 빈도비를 

부여하였고, 전문가 시스템의 하나인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영향인자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할당하였다. 빈도비 모델과 빈도비-

계층분석기법 결합 모델을 이용하여 8개의 빈도비 레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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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셀별로 더하는 중첩 연산(선형조합, 가중조합)을 수행하여 

2개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를 작성하였다. 생성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의 예측 정확도를 검증하고 비교하기 

위해 누적비율곡선 기법을 적용한 결과, 빈도비 모델이 약 97%, 

가중 조합 모델이 약 94%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냈다. 두 모델 

중에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인 빈도비 모델 기반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를 연구대상지역의 건물과 시설물이 

지반침하 위험에 노출된 정도, 노출된 건물의 취약성 정도 등과 

결합하여 광산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한 상대적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광산 지반침하 발생 확률이 높은 지점뿐만 

아니라 지반침하가 건물에 미치는 잠재적인 피해가 높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GIS 기반의 분석 모델은 적용 대상과 현장 

조건에 따라 영향인자의 종류나 가중치, 분석 기법의 결합 방법 

등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의 

추가적인 공간자료가 확보될 경우 광산 지반침하 발생 예측 

정확도와 분석 모델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요어 : 지리정보시스템, 광산 지반침하, 지반침하 예측,  

리스크 평가, 공간분석 

학   번 : 2007-2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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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광해란 광산개발 과정에서 수행된 토지굴착, 암석의 파·분쇄, 

운반, 선광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오염수 배출, 폐석 

유출, 먼지날림, 소음 및 진동 등의 피해를 의미한다(Sengupta, 

1993). 국내에는 존재하는 5,400여개의 광산 중 약 90%가 휴광 

또는 폐광된 상황(Table 1.1)이며, 대부분 적절한 환경복원 처리 

없이 방치되어 있어, 휴·폐광산에서 발생하는 광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Kim et al., 2012; 한국광해관리공단, 2009). 

또한, 최근에는 자원개발 및 광해방지 패키지 산업과 같이 

해외자원개발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개발 및 수급을 위한 

광해관리 대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휴·폐광산 지역뿐만 

아니라 가행광산 지역의 광해방지에 대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탄광 지역의 방치된 갱도 및 채굴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지상 구조물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휴·폐광산지역의 경제적 진흥을 위한 지역개발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폐광산 지역의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Waltham et al., 2011). 또한, 도로나 철도, 주거지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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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Fig. 1.1).  

 

Table 1.1. Overview of mines in South Korea (한국광해관리공단, 

2012). 

 Coal  

mine 

Metal  

mine 

Non-metal 

mine 

Total 

Operating mine 6 56 531 593 

Pause mine - 21 101 122 

Abandoned mine 394 2,089 2,198 4,861 

Total 400 2,166 2,830 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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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ining-induced subsidence occurred in the vicinity of 

residential areas (소망의 집, 무극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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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613개 광산지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Table 1.2), 이로 인한 잠재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이후에 해당 

지역의 지반보강공사나 모니터링 작업에 치중하는 수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Suh et al., 2013; 최성웅 외, 2005)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광해관리를 위해서는 광산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특히, 광산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간의사결정도구인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을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침하 발생 예측과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광산지역의 피해 저감과 

관리를 위한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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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Present status of occurrences of mine hazards 

(한국광해관리공단, 2012). 

Type of mine hazard Coal  

mine 

Metal  

mine 

Non-metal 

mine 

Total 

Subsidence 96 444 73 613 

Acid mine drainage 46 60 6 112 

Deforestation & Debris 203 966 934 2,103 

Mine tailing 0 238 0 238 

Abandoned facility 163 431 340 934 

Total 625 2,901 1,416 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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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산 지반침하 평가에 관한 연구동향 

 

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대한 연구는 현장조사를 

통한 관찰, 경험식에 근거한 지반침하 이론, 수학적 계산을 통한 

전산해석, 위성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GIS를 이용한 분석 등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Table 1.3은 광산 지반침하를 

평가하는 접근 방법들의 주요 목적과 단점(한계)을 요약한 것이다. 

현장조사 방법(site investigation)은 직접적인 침하현상의 

관찰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주로 현장 검증을 통한 자료 

계측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된다. 그러나, 이는 전문가에 

의존적인 특징이 있으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다. 

광산 지반침하를 평가하는 이론(analytical theory)에는 도식법, 

빔기둥이론, 응력아치-체적팽창 이론, 한계평형법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다수의 광산 지반침하 현장 관찰을 통한 경험식에 

기반하여 정립되었으며, 탄층부존 여건이나 채굴 방법이 국내와 

다른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개략적인 침하현상을 

이해하고 지표의 침하범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나, 최근에는 

수치해석기법의 발달로 그 유용성이 다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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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Various approach and their characteristics for the evaluation of mine subsidence. 

Approach Main purpose Shortcoming 

Site investigation Data acquisition and monitoring Dependent on expert / time consuming & costly 

Analytical theory Predict influential area by subsidence Inaccurate compared with numerical analysis 

Numerical analysis Detailed analysis for local areas Only applicable to section or small areas 

Remote Sensing Detect or monitoring subsidence Hard to interpret causes or to analyze correlation 

GIS Spatial analysis and mapping of mine subsidence in regional or natio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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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질 또는 암반의 계측자료를 토대로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을 수행하는 전산해석법은 불규칙한 채굴공동이나 지형을 

모사하고 수학적인 이론을 적용하여 역학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지반안정성 정밀조사 과정에 주로 이용된다. 하지만, 

수치해석기법은 특정 단면이나 좁은 범위의 지역에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광산 전체 영역에 대한 지반안정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원격탐사(remote sensing) 기법은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광역적인 범위에서 지표침하의 영역을 파악하거나 

변위를 계측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는 지반침하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침하발생에 대한 원인 해석이나 영향인자에 대한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GIS를 이용한 방법은 기구축된 광산지역의 공간자료를 

이용해서 지하정보를 모델링하고 광역적 범위에서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광산, 지형, 

지질조건 등 여러 요인들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산 지반침하 평가 방법의 특징에 이어 각각의 접근법에 의한 

연구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광산 지반침하 이론식을 이용한 연구로서 

영국의 National Coal Board(1975)는 채굴 공동의 높이, 채굴 

공동의 폭, 탄층 경사도를 이용하여 지표침하의 영향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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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도식법을 제안하였고, Goel and Page(1982)는 여러 가지 

영향인자를 결합하여 광산지역의 침하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확률식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장벽식 채탄법에 

의해 발생되는 연속형(trough) 침하 예측에 적합하기 때문에 국내 

광산지역에는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수치해석기법 또는 실험을 통한 연구로서 이동길 외(2008)는 

국내 96개 지역에 대한 지반침하 사례를 수집하여 지반침하 

발생요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요인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최성웅 외(2005)는 지반침하 유형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지반침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수치해석적으로 

평가하였다. 김종우 외(2007)는 축소모형실험을 이용하여 

지하갱도가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정용복 

외(2008)는 단위 채굴적의 갱도의 심도만을 이용한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법을 제시하고, 이를 영향함수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최성웅 외(2009)는 퍼지추론기법을 

이용한 폐광산 지역의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 예측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암반공학적인 접근법과 인자들을 활용하여 광산 지반침하를 

평가한 연구(김종우 외, 2007; 이동길, 2008; 최성웅 외, 

2009)에서는 광산지역의 지반·암반공학적인 성질에 대해 

광산별로 대푯값을 하나씩 추출하여 수치해석 또는 수치모델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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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다른 지역에 위치한 여러 광산의 침하위험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광산지역의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 비교에는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하나의 

광산지역이 동일한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갱도의 분포나 지질 특성이 다양한 광산지역 

내에서 공간적 위치에 따른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를 산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연구로서 Back et al.(2008), Hyun 

and Park (2010), Jung et al.(2007), 김상완 외(2009)는 

광학위성영상 또는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자료를 

이용하여 폐광산지역의 지표침하를 탐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경우 광역적 범위의 지반침하 발생 영역 

파악이나 변위 계측에는 유리하지만,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침하발생에 대한 원인 해석이나 영향인자에 

대한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GIS와 정량적 해석 기법을 결합하여 폐광산지역 내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점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크게 (1) 과거 

지반침하 이력과 광산지역의 다양한 공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확률/통계적 기법과 (2) 

이론적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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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발생 영향인자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추정하거나 

정량화하는 전문가 시스템 기법으로 나눠볼 수 있다(Akgun et al., 

2008).  

확률/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 평가 

사례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나 weight of evidence, 빈도비 모델 

적용 연구(최종국, 2007; Kim et al., 2006; Oh and Lee, 2010; Oh 

et al., 2011)와 빈도비-로지스틱 회귀분석 결합 모델의 적용 

연구(김기동, 2006; Kim et al., 2006),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응용 

연구(Ambrozic and Turk, 2003; Kim et al., 2009) 등이 

발표되었다.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로는 빈도비와 퍼지 로직 

결합 모델의 적용 사례(Choi et al., 2010)가 보고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광산지역의 지형 변화에 의한 재해 평가 

연구(Donnelly et al., 2001; Mancini et al., 2009; Thompson et 

al., 2011)나 소금 광산 개발지역의 지반침하 모니터링에 의한 피해 

범위와 변위 측정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Malinowska and 

Hejmanowski, 2010; Mancini et al., 2009). 

그러나 GIS를 이용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연구대상지역에 위치한 갱도의 수평적 밀집도와 

같은 갱도의 공간적 분포와 강우의 흐름에 의한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 영향인자의 선정 요인에 대한 해석과 

평가 그리고 이들의 상관성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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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대적 순위 선정) 평가 또는 지도 

작성에 집중되어 있었고, 리스크(리스크는 발생 위험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어떤 사건 발생으로 인한 총체적인 피해 정도를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손실위험도’ 또는 ‘위해성’이라는 용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리스크’를 이용함) 평가를 위한 연구들은 

지반침하 계측과 모니터링에 의한 피해 범위 추정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 피해나 환경 오염, 경제적 피해의 

관점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 평가에 있어 기존 연구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갱도의 수평적 밀집도나 강우흐름에 의한 

빗물누적량 등을 고려하며,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평가를 위한 GIS 

분석 모델의 개발을 통해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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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광산 지반침하의 피해 저감 및 관리 계획 수

립을 위하여, 다양한 공간자료와 통계적 기법 및 전문가 시스템을 

결합한 GIS 기반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 및 리스크를 평가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폐광산지역의 지반침하를 광역적인 범위에서 효과적

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추가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

정할 수 있는 GIS 기반의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현장에 적용

한다.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공간데이터베이스로부터 GIS 기법(빈도

비 모델)과 전문가 시스템(계층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공간분석 기

법을 활용하여 영향인자 레이어를 추출하고, 통계적 영향인자들이 

지반침하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대적인 중요도를 정량화하며, 

이를 통해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를 작성한다. 또한, 생성

된 지도와 광산 지반침하 발생 시 피해 범위에 노출되어 있는 주거

지, 건물, 인프라 시설 등을 함께 고려하여 광산지역의 지반침하 발

생으로 인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상대적 순위 관점(해당 영역 내에

서의 상대적 비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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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S 기반의 광산 지반침하 평가에 관한 

배경이론 및 개념의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GIS 기반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평가와 

관련된 배경 이론과 개념들을 제시한다. 광산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과 유형별 특징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최종 

결과물로 제시되는 지질공학 지도(engineering geology maps)의 

종류별 개념과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광산 지반침하 분석 도구로 

사용된 GIS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광산재해 평가와 지도 작성 

측면에서의 장점들에 대해 분석하며, GIS와 결합되어 광산 지반침하 

문제 분석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법들(통계적 기법, 전문가 시스템 

등)을 비교 분석한다. 

 

2.1. 광산 지반침하(Mine subsidence) 

 

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석탄, 금속, 비금속 등의 

지하자원 채굴로 인해 형성된 지하공동의 상반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붕괴되고 그 붕락이 점차 상부로 발달되면서 지표까지 

연결되어 발생하는 지표붕괴 및 지반의 균열을 의미한다(Peng,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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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광물이 채굴된 지하 채굴공동 주위의 응력상태가 

채굴공동의 천정, 바닥, 광주나 파쇄대의 강도를 초과할 때 광산 

지반침하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광산 지반침하는 전단강도가 

작은 지질 구조면(불연속면)을 따라 암석의 자중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기도 하며, 광물 채굴 당시에 파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적절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경과하면 상부 

지반강도 감소, 지반의 포행, 침투수압에 의한 전이, 지하수에 의한 

지반강도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National Coal Board, 1975; Kratzsch, 1983). 

광산 지반침하의 형태는 채굴방법, 채굴심도, 상반 강도와 같은 

지하 채굴공동 주위의 지질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하자원 

채굴에 따른 지반침하의 유형은 발생시기와 침하형태에 따라 Table 

2.1 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발생시기에 따라서는 채굴작업과 거의 

동시에 발행하는 활동성 침하(active subsidence)와 채굴작업 종료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에 발생하는 잔류성 침하(residual 

subsidence)로 분류할 수 있다. 폐광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주로 폐광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생하는 잔류성 

침하에 해당하며 이는 발생위치와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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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lassifications of mining-induced subsidence (after 

Peng, 1993). 

분류방식 침하 유형 침하 특성 

발생시기에 

따른 분류 

활동성  

침하 

 

•채굴작업과 거의 동시에 침하 발생 

•채수율이 높은 채굴법으로 비교적 얕은 

심도에서 채굴시 발생 

잔류성  

침하 

 

•채굴작업 종류 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침하 발생 

•부분적인 채굴에서는 오랜 시간 경과 후 

침하가 발생하기도 함 

침하형태에 

따른 분류 

연속형 

침하 

(트러프형)  

 

•대체로 넓은 지역에 걸쳐 침하 발생 

•침하량이 작게 나타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 

•심도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음 

불연속형 

침하 

(함몰형) 

•국부적으로 급경사 지역에서 지표가 

함몰하는 형태로 침하 발생 

•인명이나 지표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비교적 얕은 심도에서 발생 

•발생시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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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침하형태에 따라서는 넓은 범위에 걸쳐 침하량이 작게 

나타나는 트러프형 침하(trough subsidence)와 좁은 범위에서 

침하량이 크게 나타나는 함몰형 침하(sinkhole subsidence)로 

구분할 수 있다(Fig. 2.1). 침하형태에 따라 분류되는 트러프형 

침하와 함몰형 침하에 대한 특징을 Table 2.2 에 요약하였다. 

    Table 2.2 에 분류된 트러프형 침하와 함몰형 침하의 특징은 

해외의 사례들을 토대로 발표된 Bruhn et al.(1978)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지반침하의 경험식에 의해 정리된 경사, 

범위, 침하량 등의 항목에 있어 일부 내용이나 표현은 지질 조건이 

복잡한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기도 하다(김병렬 외, 2013). 예를 

들어, 트러프형 침하의 경사가 대체로 완만하다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국내 광산의 침하 범위나 경사가 경험식에 나타난 

침하 곡선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국내 

실정에 적합한 광산 침하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분류 체계 또는 

모델이 아직까지는 정립되지 않았기에 해당 내용을 인용하였다.  

또한,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에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지반침하의 종류와 특징과 더불어 함몰형 침하의 세부적인 구분과 

특성을 언급한 사례(Waltham et al., 2004)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광산 자료 조사 시 트러프형 침하와 함몰형 침하로만 

구분하였기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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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ubsidence due to 

underground mining: (a) trough type, (b) sinkhol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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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of mine 

subsidence (after Bruhn et al., 1978). 

구분 트러프형 침하 

(trough subsidence) 

함몰형 침하 

(sinkhole subsidence) 

경사 •대체로 완만 •급경사 

범위 •넓은 구역(10m 이상) •작은 규모(3m 내외) 

침하량 •0~2 m •수 m ~ 수십 m 

발생속도 •서서히 발생 •갑자기 발생 

형태 •타원형, 접시형태 •원통형, 원추형 

발생시기 •얕은 심도, 완전채굴 

: 채굴 초기에 발생 

•깊은 심도, 불규칙 채굴  

: 장기간에 걸쳐 발생 

•예측 어려움(대개 채굴 후 

10 년 이내~100 년 경과 

후에도 발생) 

발생원인 •광주파괴, 광주펀칭 등 •채굴적 천정부의 파괴 

채굴심도 •다양한 심도에서 발생 •대체로 50m 미만의 

심도에서 발생 

피해 

유형 

•지상구조물에 피해 •인명 및 시설물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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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프형 침하는 경사가 완만하고 넓은 지역에서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며, 함몰형 침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하량이 적은 

편이다. 다양한 심도에서 발생하며 지상구조물에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나 장시간에 걸쳐 침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가 용이한 특징이 있다.  

반면에 함몰형 침하는 주로 급경사층의 얕은 채굴심도에서 

발생한다. 함몰형 침하는 일반적으로 침하의 규모는 작지만 

침하량이 크며, 예측이 어렵고 지표상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나 시설물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한다. 

광산 지반침하 발생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채굴공동은 

그 크기와 형태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채굴공동의 크기와 형태는 채광법과 지질구조의 

특징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탄층 폭이 일정하고 지층경사가 

완만하며 지질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지역에서는 장벽식 

채탄법(longwall mining method)이나 주방식 채탄법(room and 

pillar method), 중단붕락식 채탄법(sub-level caving method) 

등이 주로 적용된다. 이러한 채탄법은 주로 영국이나 미국의 

수평탄전 지대에 적용되었으며, 이 경우 넓은 지역에 걸쳐 완만한 

침하형태를 보이는 트러프형 침하가 주로 발생한다.  

반면에 탄층의 폭과 경사의 변화가 심하고 지질구조가 복잡한 

곳에서는 탄층의 경사방향을 따라 채탄 작업을 하는 위경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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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락식 채탄법(slant chute block caving method)이 주로 

적용되었다. 이 경우에는 채굴적의 형태가 불규칙해 침하유형도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는 함몰형 침하가 주로 

발생하지만 정확한 채탄위치의 파악이 어려워 침하형태와 

침하시기의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내 석탄광의 경우에는 대부분 급경사의 불규칙한 광체를 

대상으로 위경사승 븡락법과 중단채굴법 등의 채광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표에서의 침하는 비교적 좁은 범위로 나타나지만 

침하량이 매우 크고 침하곡선도 불연속적인 함몰형 침하 형태를 

보인다(권현호와 남광수, 2007). Table 2.3 은 석탄광산의 채굴에 

주요 적용되는 채탄법에 따른 침하 형태와 양상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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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mine subsidence 

according to the underground mining method (after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9). 

채탄법 침하형태 특징 

장벽식 

 

•트러프형 침하 

(채굴적 상반의 휨 

작용에 의한 인장균열 

발생) 

•침하 규모와 기간 

예측 가능 

주방식 

 

•트러프형 침하 

(광주 파괴시) 

•함몰형 침하 

(방과 방사이의 십자형 

교차점에서 침하시) 

•채굴작업 완료 이후 

수년후까지 침하발생 

중단붕락식 

 

•트러프형 침하 

(광주 약화로 파괴 발생) 

•함몰형 침하 

(보안탄주의 붕괴 또는 

지하수 및 지표수 유입) 

•붕괴를 유발시켜 

채탄하며, 채굴적 상반 

붕괴 발생 

위경사승 붕락식 

 

•불규칙한 함몰형 침하 

(장기간에 걸친 풍화, 

크리프 현상으로 강도 

저하) 

•침하유형 불규칙 

블록케이빙 •동심원상 함몰형 침하  •함몰범위는 주로 

수직 상부에 한함  

•채굴적 상부 이외의 

지역에도 영향을 미침 

수평분층식 •트러프형 침하 

(인장균열 발생으로 

지표에서부터 순차적 

함몰 발생) 

•채광작업 완료 이후 

침하 발생 

•후층탄채탄의 경우 

함몰대에 물이 고여 

인공호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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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질공학 지도(Engineering geology maps)  

 

지질공학 지도는 재해 등 여러 종류의 지질학적 자료를 공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 것으로 

재해위험도나 재해예측도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침하 재해에 적용 가능한 지질공학 지도의 종류와 특징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지반침하 발생 자료로부터 미래의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을 평가하고, 사람이나 건물 등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산정하는 작업은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며, 

공학적 대책기법을 설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처럼 지반침하의 

효율적인 예방과 피해 저감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분석 기법과 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와 리스크를 평가한 후, 적절한 스케일을 선택하여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지질공학 지도는 크게 재해 이력 지도(inventory 

map), 재해 취약성 지도(susceptibility map), 재해 위험성 

지도(hazard map), 재해 리스크 지도(risk map)로 분류된다(Fell 

et al., 2008). Table 2.4 는 각 지질공학 지도 종류에 따른 특성과 

용도 등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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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ngineering geology 

maps. 

Classification Descriptions 

Inventory  

map 

• Locations, type, abundance, activity, date of 

subsidence 

• Used to validate prediction accuracy of 

resulting subsidence susceptibility map 

Susceptibility  

map 

• Zonation of the relative spatial probability of 

future subsidence events 

• Ranks the stability of an area in categories 

that range from stable to unstable 

Hazard  

map 

• Zonation of the spatio-temporal probability of 

future subsidence events 

• Hazard = f(Magnitude, Probability)  

Risk  

map 

• Expected damage or losses by subsidence 

events 

• Risk  

= f(Probability, Element at risk,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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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이력 지도(Inventory map) 

 

재해이력 지도(inventory map)는 가장 초기단계의 지도로, 

과거 또는 현재 발생한 지질재해의 위치와 정보들을 보여준다. 이는 

재해 발생 위치(공간적 분포), 재해 유형(분류), 재해(활동) 정도, 

재해 발생 날짜, 기타 특징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Fell et al., 

2008). 소축척 재해이력 지도는 재해 발생 위치만을 표시하는 반면, 

대축척 재해이력 지도는 발생 기록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모두 

표시하기도 한다(Chacon et al., 2006).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질재해 위험 지도나 리스크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정확한 재해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해 이력 지도는 

재해 위험 예측도의 정확도를 검증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재해 취약성 지도(Susceptibility map) 

 

재해 취약성 지도(susceptibility map)는 재해에 취약한 지역, 

즉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며,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공간적 분포를 포함하되 

시간적인 요소는 배제한다(Spieker and Gori, 2000). 이는 대개 

강수량 등의 기상자료나 지진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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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사용된다. 이 지도는 연구대상지역의 불안정성 정도(재해 

발생 가능성)를 상대적 관점에서 지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를 매기며, 

지질재해가 어디에서 발생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은 붉은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컬러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은 파란색이나 녹색 계열의 

컬러를 사용한다(Spieker and Gori, 2000). 

 

 

재해 위험성 지도(Hazard map) 

 

재해 위험성 지도(hazard map)는 특정 기간(또는 연간) 동안 

임의의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다(Chacon et al., 2006). 이것은 잠재적인 재해의 발생 위치, 

규모(또는 면적), 유형(분류) 등을 포함해야 한다(Fell et al., 

2008). Hazard map 은 일반적으로 susceptibility map 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재해의 규모와 시간적 개념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 지질재해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산정이 가능하다. 

 

Hazard = Magnitude × Probability (of event occurrenc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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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리스크 지도(Risk map) 

 

재해 리스크 지도(risk map)는 재해 발생 위험도와 그것에 

노출되어 있는 요소(사람, 건물, 지역, 환경 등)들을 결합하여 재해 

영향 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의 연간 기대 비용(expected 

annual cost, damage or losses) 정보를 표시한다(Spieker and 

Gori, 2000). 리스크를 산정하는 것은 노출 대상과 취약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취약도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다소 드물게 

발생된다는 특징이 있다(Chacon et al., 2006; Sassa and Canuti,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지도의 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리스크를 계산할 때에는 특정 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hazard), 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요소(element), 요소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Varnes, 1984).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재해 위험성 지도에 해당하며, 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요소로는 영향권 내 특정 지역의 인구나 인프라, 

공공 서비스와 같은 경제적 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요소의 

취약성은 어떤 사건에 피해를 받는 정도 혹은 민감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물리적인 피해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소의 취약성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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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하여 특정 지역이 어떤 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감안하여 분석하기도 한다(Mancini et al., 

2009). 넓은 의미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리스크는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Risk = Probability × Element at risk × Vulnerability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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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GIS는 디지털 형식의 지리공간 자료를 수집, 편집, 분석, 

모델링, 가시화,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 또는 

기술이다(Davis, 2001). 목적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GIS는 

지리공간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다(Longley et al., 2005). 그래서 GIS는 

지리공간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과학 또는 기술로 여겨지며, 지질공학 

지도 등을 작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광범위한 지리공간 데이터셋을 구축, 분석, 통합, 표현, 활용, 

관리하는데 큰 강점을 지닌 특성으로 인하여 GIS는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각종 시스템, 국방 및 보안, 전기나 상하수도와 같은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비지니스, 자원개발, 환경보전, 교통 관리, 

재난 및 방재, 각종 맵핑 등 여러 학문 및 산업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원래 초기의 GIS는 전자지도를 제작하거나 아주 

간단한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지리공간자료와 관련된 현상과 문제들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현재의 GIS는 내장된 기초적인 분석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이나 데이터 마이닝 분석 방법 등을 결합하여 

지리공간적인 패턴이나 특성을 평가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Ko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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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본 연구에서 GIS는 광산재해 분야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광산재해 분야와 관련된 지리공간 데이터를 

다루는데 있어 GIS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 지리공간 자료의 다양성  

광산재해를 평가할 때에는 등고선 자료, 지형도, 지질도, 

수리수문도, 재해이력지도, 강우 자료, 영향인자 주제도, 현장조사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자료가 필요할 수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디지털 지도나 표, 그림 등의 형태로 항공 

사진이나 위성 영상, 현장 조사, 실내 실험 등으로부터 획득 

가능하다. 

 

• 다양한 공간분석 기능과 효과적인 시각화  

지반침하와 같은 광산재해를 분석할 때에는 시추공 자료(point 

type), 갱도나 등고선(line type), 지반침하지나 기타 

주거지(polygon type) 등의 다양한 자료를 전처리하여 레이어를 

생성해야 한다. 또한, 이로부터 지도 대수와 같은 수학적인 

연산이나 거리, 밀도, 패턴, 보간 등과 같은 공간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GIS 상용 소프트웨어나 패키지는 다양한 데이터 

처리 모듈, 두 개 이상의 레이어를 수학적으로 연산하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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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임의의 지역에 다양한 공간자료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저렴하고 빠른 데이터 처리  

일반적으로 광산지역은 1~10km 정도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광역적 범위에서 지반침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시간이나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된다. 기존의 다른 

방법으로 대용량의 지리공간 자료를 저장, 처리, 분석, 가시화하는 

것은 매우 값비싸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반면 GIS는 이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결과의 정확성 및 재생산성  

사람이 종이지도로 자료나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보관 

상태나 환경에 의해 종이지도가 훼손될 수 있으며, 기록자의 

주관성에 의해 원자료 또는 분석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아주 간단한 현장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도 

광산재해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다. 반면에 GIS 기술은 디지털 지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갱도 분포나 지형, 수계, 시추공 

위치, 기타 주거지 등의 위치 정보가 정확하다. 또한, 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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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데이터나 분석된 결과도 기존의 지도작성 방법에 비해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갖을 뿐만 아니라, 생성된 기록이나 결과는 언제든 

재확인 및 재생산이 가능하다.  

 

  GIS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자지도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러 

지도를 쉽게 결합하여 보여줄 수 있고, 지도 대수 연산 등을 통해 

효율적인 모델링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광산재해의 취약도나 위험도, 

리스크 지수 등을 정확하고 빠르게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는 지반침하 재해의 리스크 평가 및 지도 작성과 관련된 

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최종 결과물의 

형태인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지도를 통해 공학자나 정책 계획자가 

어떤 공간적 의사결정을 하는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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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계적 기법 및 전문가 시스템   

 

  GIS 프레임워크에 결합되어 광산 지반침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크게 

두 개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확률∙통계에 기반(자료 기반, non-

deterministic)한 것으로 지반침하 이력과 같은 과거의 사건과 

관련된 지리공간자료를 공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평가하는 기법이다. 다른 하나는 

전문가 시스템(지식 기반, deterministic)으로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어떤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나 

조건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법이다(Akgun et al., 2008). 

 

2.4.1. 빈도비 모델(Frequency ratio, FR) 

 

빈도비 모델은 통계적 기법의 하나로서, 다양한 지리공간 

자료들을 결합하여 과거의 사건(본 연구에서는 지반침하 재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어떤 사건의 

발생은 특정한 요소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미래의 사건도 과거 

에 발생된 사건의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발생된다는 가정을 두고 



 

- 34 - 

 

있다(Dahal et al., 2008). 빈도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영향인자 래스터 레이어(또는 벡터 레이어)의 전체 격자셀(또는 

포인트)을 값의 범위나 종류에 따라 몇개의 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빈도비는 영향인자의 등급(속성 값의 범위 또는 종류) 별 

사건 발생 면적비율을 해당 등급의 전체 면적비율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FR
TGGFC

TSGSGFC

/

/
          (2.3) 

 

여기서 SGFC는 어떤 영향인자의 임의의 등급(값의 범위에 따른 

범위 또는 종류)에서 발생된 사건의 격자셀의 갯수이고, TSG는 

연구대상지역에서 발생된 사건의 전체 격자셀 갯수이다. GFC는 

어떤 영향인자의 특정 등급 전체 격자셀의 갯수이며, TG는 

연구대상지역 전체 격자셀의 갯수이다. Fig. 2.2는 래스터 자료를 

이용해 빈도비를 계산한 예를 보여준다.  

빈도비는 양의 값을 갖는데, 빈도비가 1 이상이면 어떤 사건과 

관련된 요인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빈도비 값이 

증가할수록 미래의 사건 발생확률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빈도비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로서 

사건의 발생확률이 낮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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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Example for calculating frequency ratio in raster g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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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Saaty 

(1977)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계층화하여 여러 인자로 나누고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전문가 시스템 

기법의 하나로, 다기준 의사결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과거의 연구나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어떤 사건과 관련된 요인들을 두가지씩 비교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하는 쌍대비교행렬(pairwise 

comparison matrix)을 작성한다. 

예를 들어, 4 개 영향인자(A, B, C, D)에 대한 가중치의 결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4×4 의 크기를 갖는 2 차원 비교행렬을 구성할 

수 있다(Eq. 2.4). 쌍대비교행렬의 (i, i)에 위치한 원소는 동일 

인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값으로 항상 1 의 값을 갖게 되며, 

행렬의 (i, j)에 위치한 원소는 j 번째 인자에 대한 i 번째 인자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데, 이 때 상대적 중요도 값은 Table 

2.5 에 제안된 척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지질재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A 인자가 B 인자와 비교했을 때 매우 중요(strong 

importance)하다면, 행렬의 CAB 에는 5 의 값이 상대적 중요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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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될 것이다. 또한, 쌍대비교행렬의 경우 대각행렬을 중심으로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의 값이 역수의 형태를 갖는 대칭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Cij 요소의 값이 할당되면, Cji 요소는 Cij 의 역수인 

1/Cij 값을 갖게 된다. 즉, CAB값이 5 인 경우, CBA에는 1/5 의 값이 

할당된다.  

 

     









































1

1

1

1

44434241

34333231

24232221

14131211

DCD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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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Scale for pairwise comparisons, us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HP technique (after Saaty, 1977). 

Intensity 

of 

importance 

Definition Explanation 

1 Equal importance Two activities contribute equally to the objective 

3 
Moderate 

importance 
Experience and judgment slightly favor one activity over another 

5 Strong importance Experience and judgment strongly favor one activity over another 

7 

Very strong or 

demonstrated 

importance 

An activity is favored very strongly over another; its dominance demonstrated in 

practice 

9 
Extreme 

importance 

The evidence favoring one activity over another is of the highest possible order 

of affirmation 

2, 4, 6, 8 

For compromise 

between the above 

values 

Sometimes one needs to interpolate a compromise judgment numerically because 

there is no good word to describe it 

 

  



 

- 39 - 

 

쌍대비교행렬의 모든 요소에 값이 결정되고 나면, 아래 식을 

이용해서 4개 요인들의 정규화 벡터 값을 나타내는 priority 

matrix를 계산할 수 있다(Eq.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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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ority matrix에 나타난 요소 값들이 곧 영향인자들의 

상대적인 중요도, 즉 가중치를 의미한다. 영향인자들의 가중치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결정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 값을 

보일수록 해당 인자가 사건에 미치는 기여도가 큰 것을 뜻한다. 

  쌍대비교행렬의 계산 과정(요소별로 할당한 값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일관성 지수(Consistency 

Ratio, CR)를 계산한다(Satty, 1977). 예를 들어, 쌍대비교행렬 

구성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가 C11 요인을 C12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C12 요인이 C13 요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C11 요인 또한 C13 요인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일관성 있게 

쌍대비교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과정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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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중요도를 반대로 판단하거나 동일한 중요도를 갖는다고 

판단할 경우 일관성 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쌍대비교행렬 계산 과정에서의 일관성 정도를 CR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CR은 Consistency Index (CI)를 Random Index (RI)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고, Eqs. 2.6, 7, 8에 의해 계산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CR 값이 0.1 이하일 경우 계산 과정의 일관성 있게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ascetin, 2007; Choi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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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RI는 분석에 고려된 영향인자 갯수에 따라 값이 달라지며, 

이는 Table 2.6에 제시된 값을 참고할 수 있다. 



 

- 41 - 

 

Table 2.6. RI values according to number of input factors 

(Bascetin, 2007). 

n 1 2 3 4 5 

RI 0.00 0.00 0.58 0.90 1.12 

n 6 7 8 9 10 

RI 1.24 1.32 1.41 1.45 1.49 

이 때, n은 영향인자의 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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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광산 지반침하 평가 시 통계적 기법과 전문가 시스템의 

유용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적 기법과 전문가 시스템은 지반침하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두 기법의 유용성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광산 지반침하 평가에 있어 빈도비 모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이론적 배경과 분석 절차가 다소 간단하기 때문에 

GIS 환경에서 쉽게 결합되어 지질공학 지도 작성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른 기법과의 결합 또한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빈도비에 근거한 지질공학 

지도는 광역적인 범위에서 지반침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격자셀에 대한 위험지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관점에서 서열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위험도가 높게 산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통해 

공학적 보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셋째, 과거의 지반침하 발생 

이력 자료와 다양한 영향인자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현재 또는 미래의 지반침하를 평가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며, 결과의 재생산성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다. 넷째, 빈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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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통계적 분석에 기반하기 때문에 광산지역의 다양한 

지리공간 자료와 지반침하 발생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통계적 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지역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면 

한국형 광산 지반침하 평가 모델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계층분석기법을 광산 지반침하 평가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현장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광산 

지반침하 평가 시 입력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고려하고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다. 광산 지반침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되고, 이들이 지반침하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계층분석기법은 

광산지역의 현장조건과 각종 환경적 특성에 따라 광산 지반침하 

영향인자들의 가중치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광산지역의 현장 

조건에 따라 개별 요인들이 지반침하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계층분석기법은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쉽게 변경하여 지반침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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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IS 를 이용한 폐광산지역의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 작성과 예측 정확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광역적 범위에서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평가를 

위한 하나의 항목으로, 광산지역의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을 상대적 

순위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를 

작성하고,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GIS 환경에서 통계적 기법과 전문가 시스템을 결합하여 

광산지역의 지반침하 발생에 의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폐광산지역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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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대상지역 

 

연구대상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일대에 위치한 

폐탄광 지역으로 지리적 위치로는 위도 37°14′26″ ~ 

37°15′24″, 경도 129°2′40″~ 129°3′30″ 에 해당한다. 

Fig. 3.1 은 연구대상지역의 지하갱도 분포와 지반침하 위치, 지형적 

특성, 시추공 위치, 단층대, 철도, 수계의 분포 등을 보여준다.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지역의 범위(또는 영역 

크기)를 선정할 때에는 갱도가 분포한 지역 주변만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Fig. 4.1 의 좌측 하단에 

분포하고 있는) 주민 거주지를 포함한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대상지역의 범위를 Fig. 3.1 과 같이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지질은 하부로부터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를 기반암으로 하여 그 상위에 하부 

고생대의 조선누층군과 상부 고생대의 평안층군이 각각 부정합 

관계로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삼척 탄전 중앙부에 위치하는 

함백산대단층의 동부에 발달하는 오십천단층 부근에 위치하며 여러 

차례의 변형 작용에 의해 복잡한 지질구조를 보인다(대한지질학회, 

1999; Oh et al., 2011). 실제로 연구대상지역의 석탄층 개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지만, 3~4 개의 석탄층이 장성층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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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탄전에서는 약 30 여년간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채굴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석탄층은 경사가 일정하지 않고 폭(1~4m)과 

높이(2~5m)가 계속 변하는 불규칙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채광 

작업은 주로 위경사승 붕락식 채탄법(slant-chute block caving 

method)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지하자원의 

채굴 작업으로 인하여 21 개 지점에서 지반침하가 발생되었으며, 

대부분의 침하는 1989 년 폐광 후 10 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침하형태의 경우 일부 트러프형 침하(trough-type 

subsidence)도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은 싱크홀형 침하(sinkhole-

type subsidence)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반침하 등가경은 

1~20m 를 분포를 보였다(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9). 

지하 갱도가 위치한 광산 주변 지역에는 일부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Fig. 3.1 의 좌측 하단부 지역에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38 번 국도와 영동선 철도가 갱도 상부 

지반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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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Distribution of mine drifts and locations of subsidence occurrences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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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 및 리스크 평가 모델 개발  

 

GIS 를 이용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 및 리스크 평가 

과정을 Fig. 3.2 에 도시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을 선정한 뒤, 

광산지역의 다양한 공간자료를 GIS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구축하고, 

이로부터 광산 지반침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8 개의 주요 

인자(갱도 심도, 갱도 밀도, 갱도로부터의 최소거리, 철도로부터의 

최소거리, 암반등급, 지하수 심도, 지형경사, 지표강우누적흐름양)를 

추출하였다.  

편향되지 않은 통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대상지역을 

유사한 면적과 분포 특성(지형, 철도, 수계, 지질학적 특성, 채광 

지역 등)을 갖는 훈련지역(training area)과 검증지역(validation 

area)으로 분할하였다(Fig. 3.3). 훈련지역과 검증지역의 전체 면적 

비율과 광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의 면적 비율은 1 에 가깝도록 

고려하였으며(Table 3.1), 두 지역의 영향인자 별 특성도 유사한 

조건을 갖도록 설정하였고(Table 3.2), 분포 특성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향인자 별 등급 분할 시 이를 고려하여 분석 결과의 

편향성이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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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지역의 자료는 과거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기록과 

영향인자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활용되었으며, 상관성 분석은 

빈도비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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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Procedure for mining-induced subsidence risk 

assessment using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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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Training and validation areas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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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Number of grids for training and validation areas. 

Classified zone 

Training area Validation area 

Upper  

right 

Lower  

left 

Upper  

left 

Lower  

right 

No. of entire grids 

(Ratio) 

42,822 54,646 41,652 56,181 

97,833 

(1.004) 

97,468 

(1.000) 

No. of subsidence 

grids (Ratio) 

223 

(1.014) 

220 

(1.000) 

 



 

- 53 - 

 

Table 3.2. Statistical summary of influential factor layers for 

training and validation areas. 

Factors 
Statistical 

parameters 

Training 

area 

Validation 

area 

Drift depth 

Value range 

Mean 

S.D* 

0~423 

174  

85 

0~406 

203 

85 

Drift density 

Value range 

Mean 

S.D 

0~0.76 

0.09 

0.16 

0~0.72 

0.06 

0.14 

Distance from 

nearest drift 

Value range 

Mean 

S.D 

0~916 

226 

220 

0~1270 

353 

301 

Distance from 

nearest railroad 

Value range 

Mean 

S.D 

0~813 

262 

187 

0~1342 

601 

281 

Rock mass rating 

Value range 

Mean 

S.D 

21~38 

31 

3.41 

26~35 

31 

1.28 

Groundwater 

depth 

Value range 

Mean 

S.D 

5~78 

44 

10 

21~54 

44 

3 

Slope 

Value range 

Mean 

S.D 

0~72 

20 

14 

0~70 

26 

12 

Surface runoff 

accumulation 

Value range 

Mean 

S.D 

0~169731 

582 

7195 

0~88228 

96 

1292 

*S.D: Standard deviation 

*훈련지역과 검증지역의 분포 값들이 차이를 보인 철도로부터의 

거리, 지하수 심도, 지표강우누적흐름량 요인의 경우, 영향인자 별 

빈도비 산정 부분에서 결과의 편향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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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지역 자료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산출된 영향인자의 등급 

별 빈도비 값을 이용하여 훈련지역과 검증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연구대상지역의 영향인자 레이어별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수를 산정하고, 8 개의 영향인자별 빈도비 레이어를 

격자셀별로 더하는 중첩 연산을 통해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계층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지반침하 

영향인자들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영향인자별 빈도비 레이어에 

가중치를 곱한 후 8 개의 레이어를 더하여 빈도비-계층분석기법 

기반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를 생성하였다.  

2 개의 모델로부터 생성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의 

예측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를 광산 지반침하 

발생 이력 지도 에 나타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지점과 비교하고 

누적비율곡선(cumulative frequency diagram)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누적비율곡선에 area under the curve (AUC) 기법을 

적용하여 각 모델 별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의 

예측정확도를 계산하였다.  

2 개의 모델 중 예측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모델을 통해 생성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를 광산 

지반침하 피해 범위에 노출된 요소를 나타내는 노출 요소 

지도(exposure intensity map), 광산 지반침하에 대한 노출 요소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취약성 지도(vulnerability map)과 곱셈 연산을 



 

- 55 - 

 

하는 중첩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지역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지도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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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대적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 작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GIS 기반의 분석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지반침하 발생에 의한 리스크 평가 과정의 세부 절차를 Fig. 

3.4 에 도시하였다.  

첫째, 공간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 벡터 형식의 지도 

또는 자료로부터 광산 지반침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추출하고 이를 래스터 레이어로 작성한다(Fig. 3.4(a)).  

둘째, 2 개의 모델(빈도비 모델, 빈도비-계층분석기법 결합 

모델)을 이용하여 각 모델에 대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를 작성한다(Fig. 3.4(b)).  

셋째, 이를 과거 지반침하 위치와 특성 정보를 포함하는 

지반침하 발생 위치도와 비교함으로써 2 개의 모델로부터 생성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의 예측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한다(Fig. 3.4(c)).  

넷째,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와 지반침하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요소 지도, 노출 요소의 취약성 지도를 결합하여 

상대적 순위 관점에서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지도를 작성한다(Fig. 3.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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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ub-procedures of subsidence risk assessment: (a) Data extraction, (b) Application of the analysis model 

to subsidence hazard mapping, (c) Verification of the generated map for prediction accuracy, (d) Subsidence priority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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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지반침하 영향인자의 선정 

 

광산 지반침하는 현장의 지질 및 지형학적 특성, 인간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적인 범위에서 지반침하를 평가하기 

위해 갱도나 지반 자체의 내부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동적하중, 

지하수 등 외부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폐광산지역의 지반침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1:1,200 의 

축척을 갖는 수치 갱내도와 지반침하 발생 위치도, 1:5,000 의 

수치지형도, 시추공 자료 등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구축된 GIS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지반침하에 영향을 미치는 8 가지 요인(갱도 

심도, 갱도 밀도, 갱도로부터의 최소거리, 철도로부터의 최소거리, 

암반등급, 지하수 심도, 지형 경사, 지표강우누적흐름양)을 선정하고 

추출하였다(Fig. 3.4(a)). 8 개 요인의 개념적인 정의와 지반침하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 갱도 심도(drift depth)  

갱도 심도는 지표로부터 지하 갱도의 천정부까지의 수직거리를 

의미하며, 어떤 지점에서의 해발고도에서 갱도의 높이 값을 

뺄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여러 문헌으로부터 광산 지반침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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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지표면으로부터 갱도의 심도가 감소할수록 침하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갱도의 심도가 증가할수록 지반침하의 발생 확률은 

낮게 나타난다(NCB, 1975; Peng, 1993; 이동길 외, 2008). 

 

• 갱도의 밀도(drift density)  

갱도의 밀도는 임의의 면적에서 갱도가 수평적으로 밀집한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단위 면적에 대한 갱도 라인 길이의 

합으로써 표현된다. 즉, 임의의 격자셀로부터 해당 격자셀을 

포함하는 원을 그리고 원 내부에 포함되는 직선 또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갱도들의 길이를 합한 후, 길이의 합을 원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해당 격자셀의 밀도 값으로 산정하였다(Fig. 3.5). 광산 

채굴로 인하여 공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 상단부의 암반강도 

저하와 상반의 균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채굴 공동이 

공간적으로 밀집한 지역일수록 상부 지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지반침하 발생 확률은 증가한다(Djamaluddi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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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Principle of computing from drift polyline to drift 

density in r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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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도로부터의 최소거리(distance from nearest drift) 

    갱도로부터의 거리는 어떤 격자셀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갱도까지의 수평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채굴 공동은 갱도의 직상부 

지역뿐만 아니라 직상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지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산 지반침하의 발생은 갱도 위치와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철도로부터의 최소거리(distance from nearest railroad) 

철도로부터의 거리는 어떤 격자셀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철도선까지의 수평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철도의 건설을 비롯하여 

화물을 적재한 기차의 이동과 같은 동적하중의 작용 등은 지하수위 

변화, 지반의 균열 및 미세 진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광해관리공단, 2008). 특히, 철도와 같은 시설물 주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반침하 조사 및 모니터링 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인자라고 

할 수 있다. 

 

• 암반등급(Rock mass rating, RMR)  

RMR은 Bieniawski (1989)에 의해 제안된 분류법의 하나로 

지반 또는 암반의 역학적인 특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로서 광산 지반침하의 주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Peng,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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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06). RMR 값은 암석의 단축 압축강도, 코어의 

암질지수(rock quality designation, RQD), 불연속면 간격, 

불연속면 상태, 불연속면의 방향성, 지하수 상태 등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6개 인자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0에서 100 사이의 

분포로 나타내며, RMR 값이 클수록 암반의 품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 지하수 심도(groundwater depth)  

지하수 심도는 지표로부터 해당 지표의 지하수위(groundwater 

level)까지의 수직거리를 의미하며, 어떤 지점에서의 해발고도에서 

지하수위 값을 뺄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하수의 상승은 지표수의 

오염과 같은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지반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잔류 또는 갱신된 침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Singh and Dhar, 1997; 정용복 외, 2010; 한국광해관리공단, 

2008). 

 

• 지형 경사(slope)  

지형 경사는 갱도가 위치한 상부 지반들의 경사를 의미한다. 

석탄광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의 경우, 경사진 지형일수록 

수평변위와 침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지정배와 김종우, 

2000). GIS를 이용하면 모든 지역에 대한 지형 경사를 계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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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지반침하와 지형적 특성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다. 

 

• 지표강우누적흐름양(surface runoff accumulation)  

어떤 지역에 강우가 발생했을 때, 물의 흐름 방향은 지표의 

경사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Fig. 3.6). 지표강우누적흐름양은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고, 증발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주변 

격자셀로부터 특정 격자셀로 유입되는 빗물의 누적량을 

의미한다(Choi et al., 2011). 광산지역에 강우가 발생할 경우, 이는 

지표 및 지하의 토사에 영향을 미치고, 암반의 공극압을 증가시키며 

천반의 파괴를 유도한다(Esaki et al., 1989). 지형기복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되는 집수구역이나 강우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의 경우 

침하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갱도의 수직적 중첩성도 지반침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갱도 자료가 선(polyline)으로 구축되어 

있어 수직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주로 점(point)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고, 갱도의 수직적 중첩성 정도(각 편 사이 간격 = 약 

50m)에 비해 연구대상지역의 넓이(가로 약 1.8km × 세로 약 

2.7km)가 충분히 커서 수직적 중첩에 의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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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Principle of computing surface runoff accumulation 

using DEM (Grey rectangle: sink): (a) digital elevation model, 

(b) flow direction of each grid cell to the steepest downslope 

neighbor, (c) accumulated surface wat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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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지반침하 영향인자 레이어의 추출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지반침하 발생에 영향은 주는 요인들을 선정한 뒤, 이를 GIS 

데이터로 추출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ArcGIS 9.3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지역을 포함하는 1:5,000의 

수치지형도로부터 5m 간격을 갖는 등고선 자료를 추출하여 

불규칙삼각망(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TIN) 모델로 변환한 

후, 이를 다시 ArcGIS Grid 형식의 래스터 자료로 변환하여 

연구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수치고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생성하였다. 이때, 변환된 래스터 

격자셀의 크기는 5m×5m로 설정하였으며, 생성된 격자셀의 개수는 

195,301개(541×361개)로 나타났다. 지반침하 발생 위치도를 

포함한 8개의 영향인자 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입력자료들은 

모두 공간분석 연산에 용이한 래스터 레이어로 변환하였다.  

 

• 지반침하 발생 위치도  

Polygon 형식의 벡터 자료로 구축된 지반침하 발생 위치도 

자료를 수치고도모델과 동일한 공간해상도를 갖는 래스터 자료로 

변환하였다. 총 443개의 격자셀(전체 면적 대비 0.23%)에서 

지반침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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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도 심도  

수치지형도로부터 변환을 거쳐 추출한 수치고도모델과 

수치갱내도로부터 추출한 갱도의 해발고도 값의 뺄셈 연산을 

통하여 갱도의 심도를 계산하였으며, 연구지역에서 갱도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갱도의 심도는 0으로 할당하였다(Fig. 3.7(a)).  

 

• 갱도 밀도  

Fig. 3.5에 제시된 갱도 밀도의 계산 원리를 이용하여 갱도의 

밀도를 계산하였고(Fig. 3.7(b)), 연구대상지역의 갱도들의 위치와 

분포를 고려하여 원의 반경을 30m로 설정하였다. 

 

• 갱도로부터의 최소거리  

Polyline 형식을 갖는 수치갱내도로부터 갱도 자료를 추출하고, 

ArcGIS의 거리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갱도로부터의 최소 수평 

거리를 계산하였다(Fig. 3.7(c)).  

 

• 철도로부터의 최소거리  

갱도로부터의 최소거리 인자 추출 방식과 동일하게, ArcGIS의 

거리분석 도구와 수치지형도의 철도라인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로부터의 거리를 m 단위로 계산하고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Fig. 3.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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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반등급  

연구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총 16개의 시추공 

자료(point-type)를 이용하여(시추공 중 일부는 Fig. 3.1에 

나타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있음), 시추공 자료의 심도별 RMR 

측정 등급을 시추 코어 길이의 가중 평균을 적용하여 해당 시추 

지역의 대표 RMR 지수를 산정하였고, 정규 크리깅(Ordinary 

Kriging)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대상지역 전체 격자셀의 RMR 

지수를 추정하였다(Fig. 3.7(e)). 본 연구대상지역의 RMR 값은 

32~48의 분포로 나타났다.  

 

• 지하수 심도  

RMR의 추출과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16개의 시추공 

자료로부터 지하수위 자료를 추출한 뒤 동일 지점의 해발고도 

값으로부터 지하수 심도(단위: m)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주위에 

알려진 값들의 가중 선형조합을 통해 미지의 값을 예측하는 정규 

크리깅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지역 전체 격자셀의 지하수 

심도 값을 산정하였다(Fig. 3.7(f)).  

본 연구대상지역의 경우 갱도가 밀집한 지역 위주로 시추공이 

분포해있어 Fig. 3.1의 우측하단 부분과 같이 시추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RMR 지수 또는 지하수 심도 값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획득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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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 지형 경사  

수치고도모델과 ArcGIS의 지형분석도구를 이용하여 한 

격자셀의 크기가 5m×5m인 경사도 레이어를 구축하였다(Fig. 

3.7(g)). 이를 통해, 지반침하 발생과 지형 경사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지표강우누적흐름양  

수치고도모델과 ArcGIS의 수계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지표강우누적흐름양을 계산하였다. Fig. 3.6은 강우시 지형 기복에 

근거하여 빗물의 흐름 방향과 지표의 강우누적흐름양을 산정하는 

원리를 보여준다. 연구대상지역의 지형 기복(relief)을 잘 반영하는 

수치고도모델(Fig. 3.6(a))에서 임의의 격자셀을 둘러싼 8개의 주변 

격자로부터 중심 격자셀의 경사도가 가장 큰 방향으로 빗물의 흐름 

방향을 계산하고(Fig. 3.6(b)), 주변 격자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누적 빗물양을 해당 격자셀의 지표강우누적흐름양(Fig. 3.6(c))으로 

계산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의 지표강우누적흐름양 계산 결과는 Fig. 

3.7(h)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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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Maps of subsidence-influencing factors in the study 

area. (a) Drift depth (m), (b) Drift density, (c) Distance from 

nearest drift (m), (d) Distance from nearest railroad (m), (e) 

Rock mass rating, (f) Groundwater depth (m), (g) Slope 

(degrees), (h) Surface runoff accumulation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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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빈도비 모델을 이용한 지반침하 발생과 영향인자의 상관관계 

분석 

 

    광산 지반침하의 발생과 이를 유발하는 영향인자들의 둥급별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속형 자료로 구성된 자료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고려하여 각각의 영향인자가 6 개의 등급을 갖도록 속성 

값의 범위를 고려하여 분할하였다. 영향인자의 등급 별로 격자셀 

개수가 상이한 상태에서 계산된 등급 별 빈도비는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위수 분류 방법을 이용하여 

영향인자들의 개별 등급에 포함되는 격자셀의 개수가 동일하도록, 

즉 등급 별 면적이 같도록 분할하고, Eq. 3.1 의 식을 이용하여 

영향인자의 등급 별 빈도비를 계산하였다. 

    Table 3.3 은 광산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등급 별 

빈도비 값을 보여준다. 갱도로부터의 최소거리와 철도로부터의 

최소거리 요인의 경우 Fig. 3.8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빈도비 값은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났는데, 이는 

갱도나 철도에 인접한 지역에서 광산 지반침하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침하는 철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Table 3.2 에 나타난 훈련지역과 

검증지역 간 값의 범위 차이(훈련지역은 최대 813m, 검증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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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342m 의 값을 보였지만 300m 이상은 동일한 빈도비가 

적용되므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갱도 심도의 경우, 지표로부터 갱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즉 갱도 심도가 가장 낮은 등급(갱도 심도 127m 이내 지역)에서 

10.12 의 빈도비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모든 영향인자의 등급 별 

빈도비 값 중에 가장 높은 값에 해당하며, 낮은 갱도 심도가 광산 

지반침하 발생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갱도의 수평적 밀집도가 낮은 지역(갱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주변에 갱도가 낮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광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표 주변 또는 

지하에 존재하는 갱도의 공간적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대체적으로 

빈도비 값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광산지역의 지하 공동이 

수평적으로 밀집 또는 수직적으로 중첩되어 있을 경우 지하 공동의 

직상부 지역뿐만 아니라 직상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상부 지반 

역학적 안정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지표의 붕괴나 파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표강우누적흐름양 인자의 경우, 대부분의 격자셀 값은 0 으로, 

최대값은 169,732 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강우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기복을 이용한 강우의 흐름방향과 누적흐름량을 모사한 

것으로, 격자셀 값이 169,732 인 경우 모든 격자에 강우가 1 만큼 

내린다고 할 때, 주변에 존재하는 169,732 개의 격자셀에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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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가 누적되어 해당 격자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격자셀로 유입된 누적흐름량 또한 경사가 가장 급한 방향의 

다른 격자셀로 이동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지표강우누적흐름양 

수치만큼이 해당 격자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지표강우누적흐름양이 적은 지역에서 지표면으로 침투하는 빗물의 

양은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암반 또는 공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작을 것이다. 반면에 지형기복에 따라 빗물이 모여 지류 또는 

수계를 형성할 경우(지표강우누적흐름양이 많은 경우)에는 빗물이 

지표 또는 지하 암반의 공극이나 파쇄대로 침투하여 공동 상부지반 

또는 지하 공동의 역학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거나 암반층과 토층의 

결합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지표강우누적흐름양이 

가장 높은 등급(6,548~169,732)에서 가장 높은 빈도비(4.17)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표강우누적흐름량의 

경우 훈련지역과 검증지역의 최대값은 큰 차이를 보였으나(Table 

3.2) 훈련지역의 최고 등급(6,548~169,732)이 검증지역의 최고 

등급(6,548~88,228) 값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지역의 

빈도비를 적용함에 있어 편향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형 경사는 0~73°의 분포를 보였으며, 급경사 지역의 

지반침하 발생 확률이 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완만한 경사를 

갖는 지역에서 높은 빈도비 값을 나타냈다. 이는 완만한 지역의 

경우 지반침하가 상대적으로 쉽게 관찰될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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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해서 현장조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급경사 지역은 

나무로 덮혀 있기 때문에 지반침하의 시각적 확인이 쉽지 않고,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지반침하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지형 경사 요인의 자료 취득 

과정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지역 전체 격자셀의 

지형 경사를 계산함으로써 지반침하와의 상관성을 분석하는데 

GIS 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현장조사 시 발생되고 

있는 한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지형 경사 요인을 고려하였다. 

RMR 값이 21~38 의 분포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연구지역은 

대체적으로 빈약(poor)한 수준의 암반등급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RMR 요인의 경우, 광산 지반침하 발생과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시추공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RMR 

추정값이 갖는 불확실성과 더불어 연구대상지역의 RMR 값의 

분포가 전체적으로 낮고 좁게 나타나 등급 별 차이에 의한 변화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하수 심도는 5~78m 의 분포를 보였는데, 지하수 심도가 

크게 나타난 몇 개의 등급에서는 빈도비 값이 불규칙한 형태를 

보인 반면, 지하수 심도가 작게 나타난 지역(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비 값을 보였다. 지하수 심도의 

경우 훈련지역의 값의 범위(5~77)가 검증지역(21~54)에 비해 

다소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훈련지역의 최저 등급(5.4~43.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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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등급(45.9~77.5)이 검증지역의 최저 및 최고 등급을 포함할 

수 있어 역시 편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향인자의 

등급 별 빈도비는 연구대상지역 크기나, 등급 개수, 등급이 갖는 

값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빈도비 모델을 이용한 분석 

시 영향인자 별 분할 등급 개수에 대한 지침은 따로 제시된 바 

없으나, 등급의 개수가 너무 적을 경우 영향인자의 값의 범위에 

따른 지반침하 발생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등급의 

개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빈도비 모델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최소 5 개 이상의 

등급을 갖도록 분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Chaco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영향인자 별 등급을 6 개로 설정하였다.   

또한, 빈도비 값을 절대적인 수치로서 지반침하 발생 확률의 

정도로 이용한다면, 연구대상지역 크기에 따른 빈도비 값의 변화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8 개 영향인자의 

등급(클래스) 별 빈도비 값을 격자셀 별로 모두 더한 총합을 

기준으로 특정 영역에서의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고 평가할 때에는 빈도비 값들의 총합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만 의미를 갖게 된다(즉, 빈도비 값의 총합이 

절대적인 위험지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연구대상지역의 

범위나 크기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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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Frequency ratio (FR) values between mine 

subsidence events and the classes of each factor. 

Factor Class 

Subsidence 

occurrence 

gridsa (No.) 

Subsidence 

occurrence 

gridsb (%) 

Domain  

gridsc  

(No.) 

Domain 

gridsd  

(%) 

FR 

Drift depth 0-127.8 46 20.91  2,021 2.07  10.12  

  127.8-178.2 31 14.09  2,021 2.07  6.82  

  178.2-222.2 0 0.00  2,021 2.07  0.00  

  222.2-281.0 24 10.91  2,021 2.07  5.28  

  281.0-423.7 0 0.00  2,020 2.06  0.00  

  NoData 119 54.09  87,729 89.67  0.60  

Drift density 0-0.01 0 0.00  76,310 78.00  0.00  

  0.01-0.06 0 0.00  4,305 4.40  0.00  

  0.06-0.17 86 39.09  4,305 4.40  8.88  

  0.17-0.32 72 32.73  4,305 4.40  7.44  

  0.32-0.45 39 17.73  4,304 4.40  4.03  

  0.45-0.76 23 10.45  4,304 4.40  2.38  

Distance 0-14.1 210 95.45  16,551 16.92  5.64  

from 14.1-158.8 10 4.55  16,282 16.64  0.27  

nearest 158.8-304.1 0 0.00  16,239 16.60  0.00  

drift 304.1-467.1 0 0.00  16,281 16.64  0.00  

  467.1-677.9 0 0.00  16,241 16.60  0.00  

  677.9-1270.1 0 0.00  16,239 16.60  0.00  

Distance 0-300.0 217 98.64  16,321 16.68  5.91  

from 300.0-464.4 0 0.00  16,302 16.66  0.00  

nearest 464.4-604.8 3 1.36  16,309 16.67  0.08  

railroad 604.8-734.4 0 0.00  16,283 16.64  0.00  

  734.4-890.0 0 0.00  16,316 16.68  0.00  

  890.0-1342.4 0 0.00  16,302 16.66  0.00  

Rock 21.3-31.0 52 23.64  16,306 16.67  1.42  

mass 31.0-31.2 37 16.82  16,306 16.67  1.01  

rating 31.2-31.5 61 27.73  16,306 16.67  1.66  

  31.5-32.0 8 3.64  16,305 16.67  0.22  

  32.0-32.6 2 0.91  16,306 16.67  0.05  

  32.6-37.6 60 27.27  16,304 16.67  1.64  

Groundwater 5.4-43.7 181 82.27  16,306 16.67  4.94  

depth 43.7-44.2 6 2.73  4,280 4.37  0.62  

  44.2-44.3 0 0.00  43,271 44.23  0.00  

  44.3-44.5 4 1.82  11,325 11.58  0.16  

  44.5-45.9 20 9.09  11,326 11.58  0.79  

  45.9-77.5 9 4.09  11,325 11.58  0.35  

Slope 0-14.0 197 89.55  16,305 16.67  5.37  

  14.0-21.7 12 5.45  16,305 16.67  0.33  

  21.7-27.6 9 4.09  16,305 16.67  0.25  

  27.6-33.0 1 0.45  16,306 16.67  0.03  

  33.0-39.0 0 0.00  16,306 16.67  0.00  

  39.0-72.4 1 0.45  16,306 16.67  0.03  

Surface 0 15 6.82  10,134 10.36  0.66  

runoff 1-344 196 89.09  85,653 87.55  1.02  

accumulation 344-1033 6 2.73  910 0.93  2.93  

  1033-3101 0 0.00  445 0.45  0.00  

  3101-6548 0 0.00  371 0.38  0.00  

  6548-169732 3 1.36  320 0.33  4.17  

a Number of total subsidence grids in training area = 220 
b Ratio of subsidence occurrences for each class 
c Number of total grids in training area = 97,833 
d Ratio of domain of each factor for each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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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Frequency ratio value of each class of mine subsidence 

controll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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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계층분석기법에 의한 지반침하 영향인자의 가중치 산정 

 

앞에서 제시된 8개 요인이 광산 지반침하 발생에 미치는 영향

력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광산 지반침하를 유발하

는 다중인자들의 상대적인 중요도, 즉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계층

분석기법의 세부절차인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현

장 경험이 풍부한 지질공학 분야의 전문가 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쌍대비교행렬 구성 값에 대한 두 전문가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2명이 할당한 값을 기하평균하고 이를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값을 결정하였다.  

Table 3.4 는 광산 지반침하 영향인자들에 대한 쌍대비교행렬을 

나타내는데, (i, j)에 위치한 요소값은 j 번째 영향인자에 대한 i 번째 

영향인자의 상대적인 중요도(기여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쌍대비교행렬의 1 행, 4 열의 요소 값은 5 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가들은 갱도 심도 요인이 철도로부터의 최소거리 요인과 

비교할 때 매우 중요(strong importance)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광산 지반침하와 관련된 영향인자들을 

2 개씩 조합하여 쌍대비교를 수행한 후, 8 개 영향인자들의 가중치 

합이 1 이 되도록 값을 정규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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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Pairwise comparison judgment matrix of the eight 

factors contributing to mine subsidence. 

Factor F1 F2 F3 F4 F5 F6 F7 F8 

F1* 1 1 3 5 4 5 7 4 

F2* 1 1 3 4 3 4 7 3 

F3* 1/3 1/3 1 3 1/2 2 5 2 

F4* 1/5 1/4 1/3 1 1/3 1/2 4 1 

F5* 1/4 1/3 2 3 1 3 5 3 

F6* 1/5 1/4 1/2 2 1/3 1 4 1 

F7* 1/7 1/7 1/5 1/4 1/5 1/4 1 1/3 

F8* 1/4 1/3 1/2 1 1/3 1 3 1 

F1: Drift depth  

F2: Drift density  

F3: Distance from nearest drift  

F4: Distance from nearest railroad  

F5: Rock mass rating  

F6: Groundwater depth  

F7: Slope  

F8: Surface runoff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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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Weights among the factors affecting mine sub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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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영향인자에 대한 쌍대비교행렬 계산 결과, 갱도 심도 요인

이 가장 높은 가중치(0.2852)를 보였으며, 갱도 밀도와 RMR 요인

이 그 다음 순서를 따랐다(Fig. 3.9). 이는 지하자원개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지반의 내부적 요인들(갱도의 존재, 채굴 공동으로 인

한 상부 암반의 상태를 나타내는 RMR 등)이 광산 지반침하 발생에 

가장 민감한 요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철도로부터의 거리, 지형 경사, 지하수 심도 인자가

광산 지반침하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

다. 광산 지반침하가 철도 운행과 같은 주기적인 외부의 동적 하중

에 의해 발생되거나 가속화될 수도 있으나, 연구대상지역에 수행된 

수치해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은 내부적 요

인과 비교해봤을 때 영향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

문이다(한국광해관리공단, 2008). 또한, 일반적인 광산 지반침하 현

장조사가 경사 45° 이내의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추정한 광산 지반침하와 지형 경사의 상관성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형 경

사에 대한 가중치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쌍대비교행렬 계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평가할 수 

있는 일관성 지수는 Eq. 2.10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일관성 지수 

값이 0.05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다중요인의 쌍대비교 작업이 일

관성 있게 진행되었으며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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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빈도비 모델과 빈도비-계층분석기법 결합 모델을 이용한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 작성 

 

    빈도비 모델을 이용하여 영향인자들의 등급 별 빈도비 값을 

계산함으로써 8 개(영향인자 별) 래스터 레이어의 전체 격자셀에 

대한 빈도비 값을 할당할 수 있었다. 또한, 계층분석기법을 통해 

8 개 영향인자에 대한 가중치를 할당하였다. 8 개 래스터 레이어를 

선형 또는 가중 조합하게 되면 빈도비 값이 모두 더해진 하나의 

통합된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비 모델, 

빈도비-계층분석기법 결합 모델 등 2 개의 모델을 이용하여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를 작성하였다. 

    Table 3.3 에 계산된 빈도비 계산 결과를 기반으로, ArcGIS 의 

레이어 재분류 연산을 통해 8 개의 영향인자 별 래스터 레이어의 

전체 격자셀에 빈도비를 할당하였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8 개의 빈도비 레이어를 격자셀별로 덧셈 연산(선형 

조합)하는 중첩 분석을 수행하여 빈도비 모델 기반의 지반침하 

발생 위험지수(subsidence hazard index, SHIfr)를 계산하였다. 

 

   




8

1i

ifr FRSHI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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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Ri는 i번째 영향인자의 등급 별 빈도비 값을, SHIfr은 

빈도비 기반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 의 기초가 되는 

값으로서 지반침하 발생 위험지수를 의미한다(Fig. 3.10(a)). 

SHIfr가 높은 지역은 광산 지반침하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뜻하기 때문에, SHIfr은 임의의 지역에서 광산 지반침하의 

취약성 정도를 상대적인 순위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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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Subsidence hazard maps based on (a) the FR model, 

and (b) the integrated FR–AH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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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비-계층분석기법 결합 모델에 의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의 작성을 위해 앞에서 빈도비 모델에 의해 생성된 

8 개의 영향인자 별 빈도비 레이어와 계층분석기법에 의해 산정된 

영향인자 별 가중치(Table 3.4)를 결합하였다. 즉, Eq. 3.2 와 같이 

8 개의 영향인자에 대하여 어떤 영향인자 래스터의 빈도비 값에 

해당 인자의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격자셀별로 더하는 방식으로 

가중 빈도비 기반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지수(subsidence 

hazard index, SHIwfr)를 계산하였다. 

 

                  



8

1

)(
i

iiwfr WeightFRSHI               (3.2) 

 

여기서 Weighti 는 i 번째 영향인자의 가중치를, SHIwfr 은 빈도비-

계층분석기법 결합 모델에 의해 산정된 지반침하 발생 위험지수를 

의미한다.  

갱도 심도, 갱도 밀도와 같이 채굴에 의해 발생된 갱도와 

관련된 요인들의 가중치가 높게 부여된 반면, 철도로부터의 거리나 

지하수 심도와 같은 요인의 가중치는 낮게 할당되었기 때문에 Fig. 

3.10 에서도 갱도와 인접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광산 지반침하 

발생 확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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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반침하 발생 위험 예측도의 검증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는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순위로 보여주며, 절대적인 수치 또는 

등급이나 지반의 안정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2 개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의 예측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비교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지역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와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지반침하 발생 위치도를 공간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누적비율곡선(cumulative frequency diagram)을 

적용하였다. 누적비율곡선은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 예측도에 

나타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지수(SHI)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1% 간격으로 면적을 100 등분하여 x 축에 나타내고, 

단위면적당 광산 지반침하가 발생한 면적의 누적비율 값을 y 축에 

나타냄으로써, 위험지수가 실제 광산 지반침하를 얼마나 잘 

예측하였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x 축과 y 축이 이루는 

사각형의 전체 면적에 대한 누적비율곡선 아래 부분의 면적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 예측 정확도를 

산정한다(Yilmaz,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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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은 빈도비 모델과 빈도비-계층분석기법 결합 모델에 

의해 작성된 2 개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와 실제 

지반침하 발생 위치를 비교하여 작성한 누적비율곡선을 보여준다. 

여기에 누적비율곡선 아래 면적을 그래프 전체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계산해본 결과, 빈도비 모델 기반의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의 

예측 정확도는 약 97%, 빈도비-계층분석기법 결합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약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비-계층분석기법 결합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영향인자 별로 산정된 가중치의 적용이 영향인자의 

등급 별 빈도비 차이를 완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층분석기법을 이용한 가중치 산정 작업이 통계 분석 결과의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본 검증 과정에 이용된 지반침하지 자료의 조사 

과정에서의 한계점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대상지역의 경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에 있어 빈도비 

모델이 빈도비-계층분석기법 결합 모델보다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예측 정확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 빈도비 모델은 본 

연구대상지역의 평가 모델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산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지도의 작성을 위해 빈도비 

모델 기반의 지도를 구성 요소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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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Cumulative frequency diagrams for the verification of 

the different subsidence hazard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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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IS 기반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평가 및 위험성 지도와의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을 기반으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각종 건물들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지도(subsidence priority setting map)를 작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생성된 지반침하 리스크 지도를 앞에서 작성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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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반침하 발생 위험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물을 고려한 상대적 리스크 평가 

 

광산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상대적 순위 

관점에서 리스크를 평가하는 개념인 광산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지수(subsidence priority index, SPI)를 도입하였다. 광산 

지반침하와 관련된 리스크의 추정값은 연구대상지역 전체 격자셀의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수, 피해 대상의 노출 정도 

지수(exposure intensity index, Expo), 피해 대상의 취약성 

지수(vulnerability index, Vul)를 곱한 값으로 계산될 수 

있다(Mancini et al., 2009). 이를 간단히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

1

)(

i

i VulExpoHazardRisk             (4.1) 

 

광산 지반침하 발생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즉 지반침하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으로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꼽을 수 

있다.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한 리스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물이나 시설물들의 분포와 노출 정도를 지수로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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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상의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노출 대상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지역의 주유소, 운동장 등의 시설물과 거주지와 같은 

건물(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설물과 건물을 건물이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표현) 등을 포함하는 building map을 작성하고, 이로부터 

건물들의 공간적 밀도를 계산하였다. 공간적 밀도는 임의의 

격자셀로부터 특정 반경을 갖는 원을 그리고, 원 안에 위치한 

건물들의 면적의 합을 원의 넓이로 나눈 값으로 정의될 수 

있다(Fig. 4.1). 본 연구에서는 건물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원의 

반경을 50m로 지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산출된 공간적 밀도 값을 

피해 대상의 노출 지수로 활용하였다. 즉, 피해 대상의 노출 정도는 

공간적 밀도에 비례하며, Fig. 4.2는 본 연구에서 작성된 피해 대상 

노출 지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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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Principle of computing from building map to building 

density in raster. 

 

 



 

- 92 - 

 

 

Fig. 4.2. Exposure intensity map based on the building density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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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지역인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광산 지반침하 발생에 

의한 피해 영향 범위 내에 위치한 리스크 대상 요소는 주로 

건물(building)이다. 실제로, 취약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개별 건물들의 수명이나 기초, 변형률이나 강도, 지반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고려한 재해 대비 취약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현실적으로 획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개별 건물이나 시설의 피해 정도를 동일한 기준에서 

정량화해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현재까지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의 시설물들이 지반침하 

발생에 충분히 취약하다고 가정하고, 지하 갱도 분포와 심도에 따른 

영향 거리에 따라 해당 상부 지반의 취약성 정도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노출 대상의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지하에 채굴공동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Fig. 4.3과 같이 채굴적 

직상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지반에도 침하 영향 

범위(침하 분지)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석탄광산에서는 채굴공동의 

직상부 지역이 지표붕괴에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동에서 

수평적으로 멀어질수록 붕괴 위험성은 점차 감소한다(Waltham, 

1989). 이때, 채굴 공동으로 인한 지표침하 영향 범위는 갱도의 

심도와 (공동의 기하학적 특성 및 다양한 지반정수 입력 등을 통해 

계산되는) 한계각(angle of draw)을 설정함으로써 파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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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Extent of influential area (subsidence bowl) by mined 

panel: (a) lateral view, (b) floo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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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제시된 방법(도식법)은 일반적으로 석탄광지역의 

정밀조사 시 트러프형 침하 발생에 의한 피해 영향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지역의 경우, 트러프형 

침하와 싱크홀형 침하 발생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도식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싱크홀형 침하에 의한 

지표 영향 범위를 추정하는 모델은 개발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는 

개별 건물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대체하는 측면에서 

본 이론을 적용하여 지반침하 발생에 의한 지표 영향 범위와 

정도에 따른 취약성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한계각은 광산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국내 광산지역의 

일반적인 한계각은 10~35°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의 보고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계각을 10°, 

20°, 30°, 40°로 변화시켜가며 연구대상지역에 위치한 갱도별 

심도와 분포에 따른 지표침하 영향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중첩하여 

노출 대상의 취약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즉, 갱도별 심도를 고려하여 한계각 10°의 영향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지하 공동과 수평적으로 가까운 지역)에는 1을, 

20°의 영향 범위 지역에는 0.8을, 30°의 영향 범위 지역에는 

0.6을, 40°의 영향 범위 지역에는 0.4를 할당하고, 영향 범위에 



 

- 96 -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지역에는 0.2의 취약지수를 할당하였다. 

이를 통해 5개 등급을 갖는 취약성 지도를 작성하였다(Fig. 4.4). 

연구대상지역의 지반침하지는 대부분 35°의 한계각이 영향을 

미치는 지표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수의 침하로 

인하여 건물에 금이 가거나 철도 선로 주변 지역 암반의 휨현상이 

다수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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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Vulnerability map considering the locations of buildings 

and the distributions and depths of drif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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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4.1을 이용하여 빈도비 모델 기반의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 노출 대상 지도, 노출 대상의 취약성 지도를 격자셀별로 곱셈 

연산하는 중첩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대상지역 전체 격자셀에 대한 

광산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지수를 산정하였다. 이로부터 광산 지반

침하 발생 리스크 지도를 작성하고,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지수를 5

개의 레벨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Fig. 4.5).  

그 결과,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Fig. 3.10)와는 달리 

시설물의 밀도가 높은 지역의 리스크 값이 크게 산정되었으며, 그림 

좌측 하단 지역의 경우에는 건물의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출 

대상의 취약성 지도에서 해당지수가 낮게 할당되어 리스크 값이 그

림의 중간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지도를 통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가 높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조사 및 획득의 한계로 인하여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지도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연구대상지역의 모든 건물이나 시설물의 개별적인 피해 정도에 대

한 정량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비교가 어려운 건물 종류별 피해 

정도를 동일한 기준에서 수치적으로 비교 가능한 기준이 마련될 경

우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지도에 대한 검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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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Subsidence priority setting map overlain on an aerial 

photo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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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와 리스크 

지도의 비교 분석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작성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와 광산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지도는 상대적인 순위 관점에서 광산 

지반침하의 발생 가능성이나 잠재적인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광해방지 업무 담당자 또는 정책 결정자들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역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광산 지반침하의 발생 확률만을 고려했을 때는 SHI 값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과 관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광산 지반침하의 발생 확률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도 집중 호우나 

지진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지반의 붕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한 인명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SPI 값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SHI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PI가 높은 지역에도 

지반침하 모니터링을 위한 각종 센서의 설치나 지하 채굴공동의 

충전 및 지보 등의 보강작업을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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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광산지역의 지반침하 재해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광해방지기술의 하나로서, 광산 

개발 및 폐광 이후 단계에서 지반안정성 확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GIS 기반의 분석 기법을 제시하였다. 강원도 삼척 지역의 

폐광산지역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GIS 기반의 분석 

모델을 적용한 결과, 광산 지반침하의 방재 대책과 관련된 

공간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릴 수 있었다. 

    광산 지반침하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과 리스크가 높은 지역은 

다를 수 있으며, 광산 지반침하의 발생 확률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

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지반침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반

침하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리스크가 높은 지역 또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와 리스크 지도는 특정 지역에서의 지반침하 발생 확률

이나 리스크가 높은 지역을 선별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광산지역에 강우 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하갱도의 직상부 지반 

또는 주변 지반 변위 등의 계측을 위한 최적 센서 설치 지점이나 

지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학적 보강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센서 계측을 통한 경보를 알림으로써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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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징후가 나타날 시 대피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성 지도와 리스크 

지도는 개별 광구 단위에서 광해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유

용한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 

    국내 폐광산지역의 지리정보시스템(공간자료) 구축 사업은 이

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GIS 

기반의 분석 모델은 개별 현장의 정성적인 해석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기 구축되어 있는 기초자료(갱내도, 지형자료 등)로

부터 GIS 공간분석 기능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정보요소들을 입력

인자로 고려할 수 있고, GIS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정량

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광산지역의 지질 및 지형 특성

과 현장의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라 영향인자의 종류나 가중치를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기타 폐광산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광해방지 및 관리 측면에서 지반안정성 

정밀조사나 모니터링을 위한 예비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갱도의 3차원 분포를 고려한 3차원 지반침하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면 갱도의 수평적 밀집도 뿐만 아니라 갱도의 수직적 중첩

에 의한 영향력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 보다 현실성 있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채굴적 자료(문헌에 보고된 사례가 

미비) 또는 추정 자료 등 광해발생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공간자료

가 확보될 경우 광산 지반침하 재해의 예측 정확도와 분석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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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여러 광산지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경우 한국형 광산 지반침하 발생 위험도 및 리스크 

평가 모델 개발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분야의 사업(노천 및 지하광산개발, 신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건설,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등)에 대한 수요

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GIS 기반

의 공간분석 기술은 에너지자원개발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

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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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based subsidence hazard and risk assessment in 

regional scale in abandoned coal mine areas, Samcheok-si, 

Gangwon-do, South Korea. For this aim, a spatial database was 

constructed which incorporating mine drift maps, topographic 

maps, geological maps, borehole data, and subsidence inventory 

maps representing the locations of past subsidence occurrences. 

Eight main factors (drift depth, drift density, distance from 

nearest drift, distance from nearest railroad, rock mass rating, 

groundwater depth, slope, and surface runoff accumulation) 

were select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Eight thematic layers 

were extracted from the spatial database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st subsidence occurrences and related 

factors. Each factor layer was divided into the training area and 

validation area those have same areas. 

Frequency ratio (FR) model, one of the statistical methods, 

was used to establish rating classes for each factor (training 

datasets). In additio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odel, 

one of the expert systems, was used as a method to esta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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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ings for the factors considering relative importance of 

eight factors. Then, two models (FR model and FR-AHP 

integrated model) were used to combine multiple factor layers 

into a subsidence hazard map. When the cumulative frequency 

diagram and area under the curve technique were used to verify 

the subsidence hazard map by comparing the determined hazard 

rankings with past subsidence occurrences (validation dataset), 

the FR model and FR–AHP integrated model showed 97% and 

94% accuracies, respectively, of predicting subsidence 

occurrences. Finally, the subsidence hazard map based on the 

FR model, which showed higher prediction accuracy, was 

overlain with exposure intensity and vulnerability maps to 

generate a subsidence priority setting map, representing the 

relative risk of mine subsidence to buildings. The subsidence 

priority setting map can be used by planners and developers to 

identify and prioritize areas requiring more detailed 

investigations (engineering mitigation measures or to design 

monitoring systems) of mine subsidence hazards and risks. 

Proposed GIS-based spatial analysis model can be easily 

modified (i.e., change of contributing factors, assign of weight 

of factors, combination of analytical methods) according to the 



 

- 116 - 

 

applicable objects and site conditions. In addition, prediction 

accuracy and reliability can be increased with more geospatial 

data including mine subsidence occurrences.  

  

 

Keywords : GIS, Mine subsidence, Subsidence prediction,  

Risk assessment, Spat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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