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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nd present methods to detect sinkholes which
can exist underneath the surface of the ground. First, we buried a water tank with dimensions 1.8×0.8×0.8
m at a distance of 1.8 m from the surface. This played the role of the sinkhole. Secondly, we created a
square zone with sides 12 meters away from the buried water tank. Within this zone, we measured the
gravity at 1-meter intervals using a Scintrex CG5 relative gravimeter with a resolution of 0.001 mGal.
Additionally, we performed three-dimensional (3-D) gravity modeling to calculate the theoretical values
of the relative gravity around our model sinkhole. The resulting values for the relative gravity around the
sinkhole depended on the method used. The measured effect of gravity was 0.036 mGal and the effect
calculated using 3-D modeling was 0.024 mGal. Our results suggest that sinkholes that are similar in size
to the water tank used in this study can be detected using relative gravity surveys. Smaller sinkholes can
be detected by reducing the intervals between the relative gravity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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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지표면 아래 존재할 수 있는 싱크홀 탐지를 위해 포텐셜 필드법 중 중력학적 방법을 적용

하고,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싱크홀을 대신하여 지표면 아래 1.8 m 깊이에 수조

(1.8×0.8×0.8 m)를 매설하였다. 매설된 위치를 중심으로 12×12 m 구역에서 1 m 간격으로 Scintrex사의

CG-5 상대중력계(정밀도 0.001 mGal)를 이용하여 중력을 측정하였다. 싱크홀 모형에 대한 이론상 중력효

과를 계산하기 위해 3차원 중력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중력 측정에 의해 직접 산정된 싱크홀 모형에

대한 중력효과 0.036 mGal은 3차원 중력모델링에 의한 결과 0.024 mGal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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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싱크홀은 지하수로 인해 생성된 동공이 지하수의 수

면이 내려간 상태에서 지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붕

괴되는 현상이다. 최근 국내 지하 구조 특성 상 중소규

모의 싱크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

로 함몰로 인해 시민과 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

지고 있다(Song et al., 2016).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에서

만 발생한 도로 함몰은 총 3,119건이며, 이 중 대형 사고

를 유발할 수 있는 1 m3 이상 규모의 싱크홀이 약 10 %

차지한다(BAI, 2015). 따라서 싱크홀 발생원인 파악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언제 싱

크홀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하 구조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지구

물리학적 방법에는 중력 및 자기장과 같은 포텐셜 필드

법과 전자기와 탄성파를 이용한 전파 필드법으로 구분

된다(Van Dam, 2012;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오

늘날 센서 기술과 데이터 획득 시스템의 다양화로 인해

각각의 센서 특성을 이용한 지하 구조 물리탐사에 관련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Almeida-Filhoa et al., 2009;

Casas-Sainza and de Vicente, 2009; Erkan and Jekeli, 2011;

Girardi and Davis, 2010; Kaufmann, 2014; Rosa et al., 2009;

Samyn et al., 2014). 중력학적 방법은 지하밀도 분포 상황

을 파악함으로써 지반의 안정도와 건전도를 평가하는

가장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물리탐사법이다. 그러나 작

은 규모의 구조에 의한 중력이상은 매우 작으므로 탐사

설계, 현장측정, 측량, 자료보정 등에서 목적에 부합하

는 정밀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정밀 중력

탐사가 토목, 환경문제 등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

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지금까지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지하 공동 탐사 중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ground penetrating radar

(GPR)이며, 최근 GPR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하여 도로

한 차선의 폭을 빠른 속도로 탐사할 수 있는 시도가 이

루어진 바 있다(Cornick et al., 2016). 그러나GPR 탐사의

경우 전도성이 큰 도심지 충적층에서는 땅속으로 보내

는 전자기파가 감쇄되어 깊은 공동을 탐지하는데 한계

가 있다. 또한 GPR 탐사에 의해 공동의 대략적인 위치

와 깊이가 확인되더라도 그 특성상 공동의 정확한 규모

와 넓이가 3차원적으로 명확히 정의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중력탐사를 통한 대상 지역의 중력장 변화를 탐지

함으로써 지하 공동의 3차원 위치, 규모 및 그 발달 가능

성 해석이 가능하다.

원격탐사 분야에서도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InSAR) 영상을 이용하여 싱크홀 탐지 또는 분석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Closson et al., 2005; Gutiérrez

et al., 2012; Nof et al., 2013). 대표적으로 Paine et al.(2012)은

마이크로 중력탐사와 InSAR 영상 분석을 병행하여 싱

크홀 지역에 대한 붕괴 위험을 평가하였고 , Kim et

al.(2016)은 Sentinel-1A 위성의 InSAR 영상을이용하여싱

크홀 시공간적 변형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

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싱크홀을 모니터링하

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국내와 같이 인위적으

로 발생하거나 발생 전의 소규모 지하 공동 탐지에는 한

계가 있다.

본 연구는 지하 공동 현상 예측 가능성에 대한 한 방

법으로 상대중력측량과 3차원 밀도 구조 모델링 결과

를 토대로 지하 공동의 정확한 3차원 규모 파악에 중력

탐사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를 위해 지표면 아래에 설치된 인공 공동을 대상으로 상

대중력계를 이용한 탐사 및 3차원 중력모델링을 수행

한 결과를 토대로 싱크홀 탐지를 위한 활용 가능성을 평

가하였다.

2. 이론적 고찰

1) 중력탐사

중력탐사는 지구 중력장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중력

계로 측정하여 지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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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수조 크기와 비슷한 규모의 싱크홀은 상대중력측량에 의해 탐지될 수 있으며, 보다

조밀한 간격으로 중력탐사를 수행한다면 보다 작은 규모의 싱크홀 탐지에도 중력탐사가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 측정되는 지구 중력장의 변화는 수평방향의 밀도

변화에 기인한다. 지표면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지구

물리탐사 방법 중에서 중력탐사는 수동적 탐사법으로

목표로 하는 지하 구조에 따라 계획된 지점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측정, 자료 처리 및 분석을 통해 지하의 밀도

구조를 추정한다.

지하 구조해석 시 측정된 중력값은 바로 사용되지 않

고, 측정된 중력값에서 지구의 이론상 중력값을 뺀 후

여러 가지 보정 단계를 거쳐 계산된 중력이상을 이용한

다. 양의 중력이상은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

은 물질이 있음을 표현하고, 음의 중력이상은 그 지역

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물질이 있음을 나타낸다.

절대중력값을 이미 알고 있는 중력기점과 중력 측정

지점과 간의 중력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 지점의 절대중

력값을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중력 차이는 조석보정

(tidal correction), 기계고보정 (meter height correction), 드

리프트보정 (drift correction), 그리고 망조정 (network

adjustment)을 거쳐 계산된다. 이후 그 차이를 절대중력

기점의 절대중력값에 더하여 중력 측정 지점의 절대중

력값을 계산한다.

달이나 태양의 기하학적 위치에 따른 인력의 영향으

로 나타나는 기조력의 변화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며, 이의 영향은 약 0.3 mGal에 이른다. 기조력

계산은 크게 조화함수로 기조력 포텐셜을 나타내는 것

과 태양과 달의 기하학적 위치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Tamura(1987)의 Fortran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지구 조석 보정을 하였다.

지구 조석은 지구가 완전한 강체라는 가정 하에 계산

하는 것으로 실제로 강체가 아닌 지구는 강성률 분포에

의해 실제 지구 조석과 차이가 있으며, 이론상 지구 조

석과 실제 지구 조석의 비를 기조력 상수라 한다. 국내

의 경우 Kwon and Kim(1988)에 의해 기조력 상수에 대

한 연구가 선행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

구결과에서 제시한 기조력 상수 1.18을 적용하였다.

중력이상이 계산되는 지점은 지표면이지만 실제 중

력이 측정되는 지점은 중력계에 내장된 센서 위치이다

(Fig. 1). 따라서 지표면과 중력계 두 지점간의 높이 차이

를 보정하지 않고 중력이상을 계산할 경우 높이 차이에

따른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높이 차이를 보정

하기 위한 기계고보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높이

Hg에 따른 중력 변화량 0.3086 mGal/m로 계산될 수 있

다(McGinnis et al., 1979).

중력계의 드리프트 현상은 불안정형 중력계에서 발

생하는 특징이다. 드리프트는 스프링 고유의 특성, 이

동 시에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한

영항 등의 다양한 원인들에 의하여 발생한다(Torge,

2001). 드리프트 보정은 식 (1)과 같이 중복 측정을 통한

시간에 따른 드리프트 변화량 (drift rate, DR)으로 계산

된다(Kim et al., 2013).

                               DR =                                 (1)

여기서, g
1
, g

2
는 중복 측정 지점의 조석 보정 후 중력

값, t1, t2는 각각의 중력 측정시간이다. 탐사 기간 동안 만

들어지는 여러 개의 드리프트 변화량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일 드리프트 변화량 (daily drift rate, DDR)이

계산되며, 최종적으로 드리프트 보정량은 식 (2)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Drift Correction Value (ti) = DDR×     (2)

여기서, gti , gt0는 시간 ti , t0의 중력 측정값, t0는 하루 중

최초 중력 측정시간이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중력의 폐합오차는 0이 되지

않으며 이것은 주로 관측 오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모

든 중복 측정 지점의 폐합오차를 구하여 이를 조정해 주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절대 중력값을 얻기

위하여 중복 측정된 중력 자료와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망조정을 수행하였다(Wolf and Ghiliani, 1997).

g2
_ g1

t2
_ t2

gti
_ gt0

ti
_ 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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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meter height correction.



2) 상대중력측량

중력탐사는 중력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절대충력측정 방법과 상

대중력측정 방법이 있다. 절대중력 측정에는 절대중력

계가 사용되며, 중력을 측정하는 지점에서 중력가속도

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다. 상대중력 측정에는 상대중

력계가 사용되며, 두 지점 간의 중력가속도 차이만을 측

정할 수 있다. 상대중력계는 절대중력계에 비하여 운용

이 용이하고, 측정시간도 짧으며 측정정밀도 또한 절대

중력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중력탐사에서 주로 이용된

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탐사를 위해 Scintrex사의 CG-5

상대중력계를 이용하였고, 그 관측범위는 8,000 mGal,

관측 해상도는 0.001 mGal이다(Fig. 2).

싱크홀은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수에 의해 지반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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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relative gravimeter was used for gravity surveying in this study. (a) The CG-5 relative
gravimeter manufactured by Scintrex and (b) the CG-5 field instrument, which measures
the variations of the gravity with a precision of 0.001 mGal.

Fig. 3. Installation of the sinkhole model for gravity surveying. (a) The schematic gravity survey
points map and cross-section for A-A’, B-B’, (b) installation position to lay the water tank
and Network-RTK surveying for gravity points, (c) laying the water tank as the sinkhole
model, (d) preparation for gravity survey, and (e) gravity surveying for the sinkhole.



려앉는 경우, 상하수도관이 파열되어 주변의 흙이 유실

되는 등과 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싱크홀 발생은 예측하기 어렵고, 발생하더라도 싱크홀

의 형태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에

서는 Fig. 3과 같이 정형화된 형태의 싱크홀 발생을 가

정하기 위해 수조 (1.8×0.8×0.8 m)를 모형 싱크홀로 설

치하고, 지표면에서 중력탐사를 수행하였다(Fig. 3(a)).

모형 싱크홀이 설치될 구역 (12×12 m)을 선정한 후,

중력탐사 대상 지역 내 중앙부 약 1.8 m 깊이에 모형 싱

크홀을 매설하였다(Fig. 3(c)). 대상 지역 내 1 m 간격으

로 측정라인을 설정하고 각 측선별로 1 m 간격으로 중

력 측정 지점을 설치하였다(Fig. 3(d)). 매설된 모형 싱크

홀 및 중력 측정 지점의 위치는 Trimble GPS R8를 이용

한 네트워크 real-time kinematic (RTK) 기법에 의해 취득

되었다(Fig. 3(b)). 대상 지역 인근에 임의의 중력기점을

설치하고 중력 측정 지점 169개소에서 상대중력측량에

의한 중력탐사를 수행하였다(Fig. 3(e)). 각 지점에서의

중력탐사는 측정시간 30초, 측정횟수 3회로 이루어졌

고, 3회 측정값의 차이가 0.005 mGal 이상인 경우 재측

정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1) 상대중력 자료 처리

상대중력 자료 처리는 크게 1) 측정된 상대중력을 관

측중력으로 변환하는 과정, 2) 변환된 관측중력에서 표

준중력을 뺀 후 중력보정을 거친 중력이상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Fig. 4). 먼저 2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관측된 중력을 토대로 조석보정, 기계고보정, 드리

프트보정, 그리고 망조정을 거쳐 관측중력을 계산하였

다. 망조정 단계를 거친 관측중력값의 표준편차는 0.004

mGal이며, 이는 수행된 중력탐사의 품질 신뢰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관측중력에서 표준중력을 뺀 후, 대기질량

보정, 고도보정, 부게보정, 지형보정 단계를 거쳐 부게

이상이 산출되었고, 부게이상의 분포에서 모형 싱크홀

에 의한 중력효과가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5(a)). 모형 싱크홀로 인한 영향만을 표현한 잔류부게이

상은 모형 싱크홀 부근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났다(Fig.

5(b)). 대상 지역의 중심인 라인 7의 8번 지점에서 모형

싱크홀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 지점에서의 잔

류부게이상은 -0.068 mGal이다. 라인 7의 10번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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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chart for the gravity data processing in this study.

Fig. 5.  The gravitational effect caused by the sinkhole model. (a) Bouguer anomaly distribution map and (b) residual Bouguer
anomaly map.



모형 싱크홀의 영향이 끝난 지점으로 판단되며, 이 지

점에서의 잔류중력이상은 -0.032 mGal로 모형 싱크홀

의 영향이 가장 큰 8번 지점과 0.036 mGal 차이를 보였

다. 한편 모형 싱크홀이 놓인 B-B’ 방향에 비해 그 영향

으로 판단되는 중력효과는 A-A’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모형 싱크홀의 크기에 비해 중력 측정간격이 상대

적으로 넓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력이상의 변화를 정확

히 탐지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2) 중력 모델링

중력 자료를 이용한 지하 구조는 추정된 지하밀도분

포에 의해 계산된 중력이상과 중력탐사에 의한 중력이

상간의 비교를 통해 해석된다. 따라서 3차원 중력모델

링을 통한 지하밀도분포에 의한 중력이상을 계산하였

다. 먼저 Fig. 3(a)와 같이 지표면으로부터 1.8 m 아래에

설치된 모형 싱크홀에 대한 수치모델은 다른 크기의 사

각기둥들로 구성된다(Fig. 6). 빗금 부분은 수조에 의한

공동을 나타내며, 그 주위에 시료들은 교란된 것으로 가

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각기둥에 의한 중력효과 Δg는

Talwani (1973)에 의한 엄밀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3차원 중력모델링은 크게 모형 싱크홀

의 영향만을 고려한 계산과 모형 싱크홀을 설치하는 과

정에서 발생되는 지반 교란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계산

으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다. 먼저 대상 지역의 밀도는 현

장 밀도시험에 따른 1.8 g/cm3, 교란된 지반의 밀도는 현

장 밀도 보다 0.4 g/cm3가 낮은 1.4 g/cm3로 가정되었다.

모형 싱크홀의 영향만을 고려한 계산 결과는 최대

0.006 mGal로 매우 미소한 반면(Fig. 7(a)), 지반 교란의

영향을 고려한 계산 결과에서는 그 영향이 증폭되어 최

대 0.024 mGal로 나타났다(Fig. 7(b)). 또한 지반 교란의

영향을 고려한 결과는 앞서 제시된 바 있는 중력탐사 결

과인 0.036 mGal과 0.012 mGal 차이를 나타냈고, Fig. 5

와 달리 중력효과가 모형 싱크홀이 설치된 방향과 동일

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ig. 5에서 모형 싱크홀

과 중력효과의 방향이 상이한 것은 0.012 mGal의 차이

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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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gravitational effect caused by the sinkhole model. (a) The gravitational effect caused by the water
tank model only and (b) the gravitational effect caused by the water tank model and the disturbed ground.

Fig. 6. The schematic diagram to compute of the sinkhole model. (a) The sinkhole model construction to compute the gravitational
effect and (b) a right rectangular prism with coordinates for Eq. (3) to the Cartesian coordinate system.



4. 결 론

고분해능 중력계를 이용한 중력탐사를 통해 싱크홀

탐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력탐사, 상

대중력 자료 처리, 그리고 3차원 중력모델링을 수행하

였다. 먼저 관측된 중력 자료의 망조정 결과에서 수행

된 중력탐사의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

게이상 및 잔류부게이상도 작성을 통해 모형 싱크홀에

의한 중력효과를 뚜렷이 탐지할 수 있었다. 또한 중력

탐사 및 교란된 지반의 효과를 고려한 3차원 중력모델

링을 통해 계산된 잔류부게이상은 유사한 중력효과 패

턴을 보여 중력탐사를 통한 싱크홀 탐지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3차원 중력모델링 결과와 달리 중력

탐사를 통한 결과에서 모형 싱크홀과 중력효과의 방향

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모형 싱크홀의 크기에

비해 중력 측정간격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이에 따

른 중력이상의 변화를 정확히 탐지하지 못한 결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싱크홀 발생 깊이, 규모 등에 대한 다양

한 실험을 통해 싱크홀 탐지를 위한 중력탐사의 가이드

라인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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