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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주문진항에서 가상의 지진해일 내습 시 발생하는 범람영역에 대해 인명피해
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지역을 확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재해정보도 제작에 있어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주문진항에서의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수행하였
으며, 얻어진 범람데이터를 이용하여 적합도 검정을 수행하였다. 적합도 검정에는 PPCC 기법을
활용하였고, 가정한 4가지 확률분포형(Normal, Log-Normal, Exponential, Gumbel 분포)에 적용하
였다. 또한 범람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높이 이상의 범람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였고, 이를 지
도상에 도시하였다.
핵심용어 : 지진해일, 위험지역, 적합도 검정, PPCC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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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해저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지진해일이 태평양 지진대 근처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
히 2004년 12월 26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해일로 인해 약 30만 명이 사망자와 10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발생하였으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2011년 4월 11일 기준으
로 약 3만 명의 사망 및 실종자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진해일은 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범람 예상지역을 예측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현재 지진해일에 대한 연구는 발생 가능한 지진해일에 대해
서 재해정보도를 제작하여 사전에 위험지역을 예측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해정보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범람 영역 내에서 인명피해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들을 확률적으로 예측하였다.
2. 대상영역
이번 연구의 대상영역은 한국의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주문진항이다. 주문진항의 위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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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도 53분 24초, 경도 128도 49분 33초이다.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연안항이며, 항내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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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다. 접안능력은 1회에 1,000톤급 화물선 1척이며, 연간하역능력은

514,000톤이다. 다음의 그림 1은 대상영역인 주문진항의 전경이다.

그림 1. 주문진항의 위치 및 전경

3. 지진해일 수치모의
3.1 지진해일 재현 정보
이번 연구에서 재현된 지진해일 발생원의 위치정보 및 단층 파라미터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는

단층면 상단의 깊이,  는 단층면의 주향,  는 단층면의 경사진 각,  는 단층면의

미끄러지는 방향,

은

단층의 길이,

는

단층의 폭,

는

단층면이 어긋난 변위량을 나타낸다. 또

한 단층 파라미터를 기초로 하여 Mansinha and Smylie(1971)의 모형을 사용하여 지진해일 초기
수면변위를 재현하였다.
표 1. 지진해일 발생원의 위치정보 및 단층 파라미터
발생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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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진해일 수치모델
사용한 지진해일 수치모델은 지진해일 전파에 대해서는 2차원 선형 천수방정식, 해안지역 범람
에 대해서는 2차원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였다. 지진해일 전파에 사용된 2차
원 선형 천수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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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방향의 수심 평균된 체적흐름율 그리고

정수면에서의 수심이다.
또한 지진해일 범람에 사용된 2차원 비선형 천수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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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바닥마찰항이다.

위의 지배방정식을 leap-frog 기법과 풍상차분기법을 사용하여 차분하고, 분산보정기법을 적용
하여 지진해일 발생 시 주문진항에서의 범람데이터를 계산하였다(Cho et al., 2007).
4. 적합도 검정
앞에서 언급한 지진해일 수치모델을 사용하여 얻은 범람데이터를 이용하여 확률적으로 위험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데이터의 확률 분포형을 파악해야만 한다. 확률 분포형을 결정
하는 기법을 적합도 검정이라 하며, 적합도 검정에는 Chi-Square(   ), Cramer Von Mises(CVM),
Kolmogorov-Smirnov(K-S) 그리고 Probability Plot Correlation Coefficient(PPCC) 기법 등이 존
재한다. 그 중 이번 연구에서는 PPCC 기법을 이용하여 지진해일 범람데이터의 확률 분포형을 예
측하였다. 범람이 발생하는 각 격자점에서 PPCC 기법을 활용하여 범람데이터의 확률분포형이
Normal, Log-Normal, Exponential 그리고 Gumbel 분포 중 하나라 가정하고 예측하였다. 적용된
PPCC 기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Heo et al., 2008).
① 표본의 크기가
터를





이라면 하나의 격자점에서 주어진 범람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각 데이
이라 한다.

② 가정한 확률분포형에 맞는 도시위치 공식을 사용하여 가정한 분포형의 누가분포함수
도시위치

공식명
Bloom
Gringorten

③ 계산된





④ 계산된



를 계산한다. 적용된 도시위치 공식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도시위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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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형의 누가분포함수의 역함수의 값을

계산한다.

즉

은 누가분포함수의 역함수이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

을 이용하여 가정한 확률분포형과의 일치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상관계수( )를 계산한다. 상관계수는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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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의 과정을 범람이 발생한 각 격자점 별로 반복 수행하여 각 격자점 별 상관계수

를 구하

고, 이를 각 확률분포형, 표본의 크기, 유의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검정통계량 값과 비교하여,

상관계수가 검정통계량 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가정한 확률분포형과 일치한다고 판단한다.
5. 위험지역 선정 결과
위의 과정을 수행하여 범람이 발생한 각 격자점에서의 확률분포형에 따른 상관계수를 구하였
지만, 아직까지 Log-Normal과 Exponential 분포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계산하는 회기식이 존재하
지 않아 Log-Normal과 Exponential 분포에 대해서는 검정통계량과 비교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각 격자점에 대한 정확한 확률분포형을 결정하지 못하였으며, 대신 격자점 별 범람데이터를 이산
형 확률분포라 가정을 하여, 격자점에서의 표본의 크기에 대한 특정 범람 높이를 초과하는 데이터
의 개수의 비를 통해 위험지역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특정 범람 높이는 범람 발생 시 사람이 지진
해일에 의해 휩쓸려 갈 수 있는 높이를 말하며, 지면으로부터 30cm를 기준으로 삼았다. 아래의 그
림 2과 그림 3에서 각각 최대 지진해일 범람 영역과 지진해일 위험지역의 확률을 나타내었다.

그림 2. 최대 지진해일 범람 영역

그림 3. 지진해일 위험지역

6. 맺음말
이번 연구를 통해 주문진항으로 지진해일 내습 시 인명피해가 예측되는 위험지역을 선정하였
다. 비록 PPCC 기법을 활용하여 각 지점 별 정확한 확률분포형을 결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추후
Log-Normal과 Exponential 분포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다면, 정확한 확률분포형을 결
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 정확한 위험지역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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