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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전파모의를 위한 유한차분모형 개발
Development of a Finite Difference Model for Tsunami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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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near shallow-water equations have been used frequently to simulate transoceanic propagation of tsunamis instead of the
linear Boussinesq equations. In previous studies, the physical dispersion is compensated by using the numerical dispersion generated from the leap-frog finite difference scheme. However, the linear Boussinesq equations can be directly solved because computer technique has been improved dramatically. In this study, a new finite difference scheme is proposed to discretize the linear
Boussinesq equations. The newly developed model is applied to propagation of a Gaussian hump over a constant water depth. The
model is then verified by comparing predicted results with analytic solutions. Predicted results agree well with analytical solutions. The model can be directly applied to simulation of transoceanic propagation of tsunamis.
Key words : Tsunami, Linear Boussinesq equations, Finite difference model, Dispersion effects

요

지

지진해일 수치모형실험은 지진해일의 발생으로부터 대상영역까지 지진해일의 전파를 모의하는 전파모형과 전파모형으로부터
경계조건을 받아 상세격자에서 지진해일로 인한 범람을 모의하는 범람모형으로 구분되어진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사용되어오
던 기존의 지진해일 전파모형은 선형 Boussinesq 방정식 대신 선형 천수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며, 분산효과의 재현을
위해 leap-frog 유한차분기법에서 발생하는 수치분산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을 직접 차분하여 분산효과를 고려하는 지진해일 전파모의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 전
파모형에 사용할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의 유한차분 기법을 제안하고 Gauss 분포의 초기 자유수면변위를 갖는 문제에 적용하
여 수치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새로 개발된 지진해일 전파모형을 이용하여 동해안에서의 지진해일 전파를 모의하여
수치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핵심용어 : 지진해일, 선형 Boussinesq 방정식, 유한차분모형, 분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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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 지진해일은 장파와 단파가 합성되어 있어 먼 거리를 전파
할 경우 분산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Kajiura et al.,

지진해일은 그 진행속도가 빠르고 파장이 길어 파형의 큰

1990). 특히,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을 주는 지진해일과 같

변화 없이 먼 거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진해일이 발생하게

이 단주기파 성분이 강하고 파장에 비하여 먼 거리를 전파하

되면 주변 지역은 물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심한 범람피

는 원해 지진해일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고려하기 위

해를 발생시킨다. 최근 1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해저 지각

해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활동이 왕성하여 지진해일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바람직하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역에서 발생한 지

일반적으로 지진해일 수치모형실험은 지진해일의 발생으로

진해일은 약 24만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며, 2010년 2월

부터 대상영역까지 지진해일의 전파를 모의하는 전파모형과

27일 칠레 콘스티튜션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에 의해 355

전파모형으로부터 경계조건을 받아 상세격자에서 지진해일로

명, 2010년 10월 25일 인도네시아 슬라딴 해역에서 발생한

인한 범람을 모의하는 범람모형으로 구분되어진다. 여기서, 지

지진해일에 의해 3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

진해일 전파 모형은 Imamura and Goto(1988)가 Leap-f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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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도입한 유한차분모형을 개발한 이 후 꾸준히 발전되

차를 확인하였으며, 수치해의 안정적 수렴여부를 판단하기 위

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사용되어오던 기존의 지

해 Von neumann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진해일 전파모형은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의 분산항 계산

Gauss 분포의 초기 자유수면변위를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계산을 피하고 컴퓨터의 계산시간

산하고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의 해석해(Carrier, 1991)와

을 줄이기 위하여, 선형 천수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

비교하여 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치모형

고 분산효과의 재현을 위해서 수치분산을 이용하였다. Cho

을 동해 지진해일 전파에 적용하여 관측값과 비교하여 모델

and Yoon(1998)은 천수방정식을 차분할 때 발생하는 수치분

의 성능을 검토하였다.

산을 이용하여 Boussinesq 방정식의 분산항을 고려할 수 있

2. 지배방정식과 수치기법

도록 수심과 격자 및 시간 간격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하였으
나, 수심의 변화와 격자크기가 일정한 관계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해역에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한편,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의 파원은 약 30~40 km로 그

윤성범 등(2004)은 파동방정식의 인위적인 분산항을 이용하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어 단주기파 성분이 강하

여 Boussinesq 방정식의 분산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능동적

게 나타나며, 약 900 km의 먼 거리를 전파해오기 때문에 물

인 분산보정기법을 제안하였다. 최근 Cho et al.(2007)은 분

리적 분산효과가 중요하다. 또한 수심이 매우 작은 인접 해

산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천수방정식의 수치분산이 Boussinesq

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해역에서 수심에 비해 수면변위가

방정식의 물리적인 분산항을 대체하면서 수심과 격자크기에

미소하여 비선형성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지진해일 전파 모

무관하게 실제 해역에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분산보정기법

의를 위한 지배방정식으로 약한 분산효과를 고려한 선형

을 개발하였다.

Boussinesq 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존

그러나 최근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지진해

의 연구에서는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의 물리적 분산항의

일 수치모형실험에 Boussinesq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는 사례

복잡한 계산을 피해기 위해 분산항을 생략한 식 (1)~(3)의

가 발표되고 있다. Ioualalen et al.(2006, 2007)은 비선형

선형 천수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했다.

Boussinesq 방정식 모형인 FUNWAVE(Wei et al., 1995)를
이용하여 지진해일을 모의하고 지진해일로 인해 발생한 최대
지진해일고 관측치와 수치모형실험 결과를 비교 및 검증하였
다. 그러나 FUNWAVE 모형은 지진해일 전파모형과 범람모
형으로 구분되어진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해안에서 지진해
일로 인한 범람을 모의하기 위해 상세한 격자를 사용하지 못
하고 지진해일 전파모의에 사용한 격자크기와 동일한 격자를

∂ζ
∂Q------ + ∂P
------ + -----=0
∂t ∂x ∂y

(1)

∂P
-----+ gh ∂ζ
------ = 0
∂t
∂x

(2)

∂Q
------- + gh ∂ζ
------ = 0
∂t
∂y

(3)

사용하였다. 특히,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2004년 수

그러나 현재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향상되어 선형 Boussinesq

마트라 지진해일(Ioualalen et al., 2007)의 경우에는 약 460 m

방정식을 직접 차분하여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따라

격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논문에서 저자들이 밝힌대로 해안

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 전파의 분산효과를 수치분산을

에서 지진해일로 인한 범람예측시 정확도와 신뢰도가 떨어질

이용하는 기법이 아닌 물리적 분산을 직접 고려할 수 있도록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매우 복잡한 수치모형을 사용하였기 때

식 (4)~(6)의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

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격자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여

용하였다.

막대한 계산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지진해일의 거동
특성을 살펴보면 지진해일 전파과정에서는 분산효과가 중요
하지만 비선형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반대로 해안에서 지
진해일로 인한 범람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비선형성이 매우
중요한 반면에 분산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지진해일 범람모의를 위해 상세격자 모의
가 가능한 기존의 범람모형을 사용하면서, 지진해일이 대양을
전파할 때 발생하는 분산효과를 재현하기 위해 기존의 수치
분산을 이용하는 기법이 아닌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의 물
리적 분산을 직접 해석하는 유한차분기법을 제안하였다. 새로
운 기법을 도입한 지진해일 전파모형은 기존의 격자접속 시
스템을 별도의 수정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해일 범

∂ζ
------ + ∂P
------ + ∂Q
------- = 0
∂t ∂x ∂y

(4)

2

∂P
h - ----∂ ----∂ ⎛ ∂P
∂ ⎛ ∂Q
------ + gh ∂ζ
------ = ---------⎞ + -----------⎞
∂t
∂x 2 ∂x ∂x ⎝ ∂t ⎠ ∂y ⎝ ∂t ⎠
3

2

2

∂ ---------∂ ⎛P
∂ ⎛Q
h - ----–------⎞ + -------------⎞
6 ∂x ∂t∂x ⎝ h ⎠ ∂t∂y ⎝ h ⎠
2
∂Q
∂ ----∂ ⎛ ∂P
∂ ⎛ ∂Q
------- + gh ∂ζ
------ = h----- ----------⎞ + -----------⎞
∂t
∂y 2 ∂y ∂x ⎝ ∂t ⎠ ∂y ⎝ ∂t ⎠
3

2

2

h - ----∂ ---------∂ ⎛P
∂ ⎛Q
–------⎞ + -------------⎞
6 ∂y ∂t∂x ⎝ h ⎠ ∂t∂y ⎝ h ⎠

(5)

(6)

람모형과의 연결이 수월한 장점이 있다. 또한, 수치분산을 이

여기서 ζ 는 정수면으로부터의 수면변위(m), P, Q는 각각 x

용하지 않아도 정확한 분산효과를 재현할 수 있으며, 기존의

축과 y축 방향의 단위 폭 당 유량(m/s2), g는 중력가속도(m/

모형과 비교할 때 계산 효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

s2), h는 정수심으로부터 바닥까지의 수심(m)이다. 식 (5)와

발한 수치모형의 검증을 위해 먼저 제안한 기법의 이산화 오

(6)의 우변항은 분산항을 나타내며, 장파 가정과 수심이 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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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변한다는 가정으로 분산항의 P, Q를 소거하면 식 (7)~(8)
2

는 초기 수면변위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x축과 y축은

2

∂P
∂ ∂-------ζ- ∂-------ζh - ---------- + gh ∂ζ
------ = –g ---+
∂t
3 ∂x ∂x2 ∂y2
∂x
2

3

2

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다. Fig. 1은 Gauss 분포 형태를 갖

과 같은 방정식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3

2

여기서, a는 Gauss 분포의 반지름이고 r = x + y 은 중심으

(7)

Gauss 분포의 반지름 α로 무차원화 되었다. Carrier(1991)는
Gauss 분포의 초기 자유수면변위에 대한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의 해석해를 식 (13)과 같이 제안하였다.

2

∂Q
∂ ∂-------ζ- ∂-------ζh - ----------- + gh ∂ζ
------ = –g ---+
∂t
3 ∂y ∂x2 ∂y2
∂y

(8)

본 연구에서는 leap-frog 유한차분 기법을 이용하여 엇갈림
격자계를 기준으로 식 (4), (7), (8)을 다음과 같이 차분하였
다.

∞ 2

ζ( r, t) = ∫ a ke

2

–( ak ) ⁄ 4

0

⎛
ghkt ⎞
cos ⎜ ------------------------------⎟ J0 ( kr ) dk
⎝ 1 + ( kh )2 ⁄ 3⎠

(13)

여기서 J0는 0차 제1종 Bessel 함수이다. 단순화를 위해 다
음과 같은 무차원 변수를 도입한다.

n+1⁄2

n–1⁄2

n

n

n

n+1

1
---

n

ζi, j
– ζi, j
Pi + 1 ⁄ 2, j – Pi – 1 ⁄ 2, j Qi, j + 1 ⁄ 2 – Qi, j – 1 ⁄ 2
----------------------------------+ ----------------------------------------- + ------------------------------------------ = 0
∆t
∆x
∆y

(9)

n+1⁄2

n+1⁄2

n+1⁄2

차원화 된 형태로 표현된다.

n+1⁄2

∞

– ζi – 1 , j )
hi + 1 ⁄ 2, j ( ζi + 2, j – 3ζi + 1, j + 3ζi, j
+ g ------------------------------------------------------------------------------------------------------2
3∆x
∆x
n+1⁄2

n+1⁄2

n+1⁄2

n+1⁄2

n+1⁄2

ζ( x, t) = ∫ k′e
0

n+1⁄2

( ζi + 1, j + 1 – 2ζi + 1, j + ζi + 1, j – 1 ) – ( ζi, j + 1 – 2ζi, j
+ ζi, j – 1 )
+ -------------------------------------------------------------------------------------------------------------------------------------------=0
2
∆y

(10)
n+1

n

n+1⁄2
n+1⁄2
Qi, j + 1 ⁄ 2 – Qi, j + 1 ⁄ 2
ζi, j + 1 – ζi, j
-----------------------------------------+ ghi, j + 1 ⁄ 2, j ----------------------------------∆t
∆y
3
h i, j + 1 ⁄ 2

+ g ----------------3∆y

n+1⁄2

n+1⁄2

⎛
⎞
k′t′
cos ⎜ --------------------------------⎟ J0 ( k′r′ )dk′
⎝ 1 + ( k′h′ )2 ⁄ 3⎠

(15)

여기서, prime( ' ) 기호는 무차원 변수를 나타낸다. 식 (15)는
Gaussian quadrature 등을 이용하여 적분할 수 있다(Press et
al., 1986).
Carrier(1991)이 제한한 해석해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치
간간격을 0.1로 고정시키고 공간격자 간격을 0.2~0.5로 변화
시켜 Courant 수 변화에 따른 수치모의 결과를 해석해와 비
교한 결과, 공간격자 간격이 0.3 즉, Courant 수가 0.33일

∆x

n+1⁄2

2

–( k′) ⁄ 4

기법을 이용한 수치모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수심과 계산 시

n+1⁄2
n+1⁄2
n+1⁄2
n+1⁄2
( ζi, j + 2 – 3ζi, j + 1 + 3ζi, j
– ζi, j – 1 )
--------------------------------------------------------------------------------------2

n+1⁄2

(14)

식 (14)를 식 (13)에 대입하면, 식 (13)은 다음과 같이 무

n

n+1⁄2
n+1⁄2
P i + 1 ⁄ 2, j – P i + 1 ⁄ 2, j
ζ i + 1, j – ζ i , j
---------------------------------------- + ghi + 1 ⁄ 2, j ----------------------------------∆t
∆x
3

2
1
1
1
1
h′ = --- h, ζ ′ = --- ζ, ( x, y )′ = --- ( x, y ), k′ = ak, t′ = --- ( gh ) t
a
a
a
a

n+1⁄2

경우에 해석해와 가장 근접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기존

n+1⁄2

( ζi + 1, j + 1 – 2ζi, j + 1 + ζi – 1, j + 1 ) – ( ζi + 1, j – 2ζi, j
+ ζi – 1, j )
+ -------------------------------------------------------------------------------------------------------------------------------------------=0
2
∆x

의 Cho et al.(2007)의 기법에서도 Courant 수가 0.33일 경
우 해석해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여 Courant 수를 0.33으

(11)

로 고정시키고 기법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Fig. 2는
Courant 수 변화에 따른 기법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식 (9)~(11)의 차분식에 사용된 엇갈림 격자계에서는 ζ 는

Fig. 3과 Fig. 4는 x축 방향에 대한 전파 방향 변화에 따른

(i, j)에서 정의되었으며, 체적 흐름율 P와 Q는 각각 (i+1/2,j)

수치모의 결과를 나타낸다. x축 방향에 대하여 0o, 45o, 90o

와 (i,j+1/2)에서 정의되었다. 아울러 시간격자에 대해서도 엇

방향으로 수치모의 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지

갈림 격자계를 사용하였다. 분산항의 차분식에서는 정확도와

진해일 전파 방향에 관계없이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풍상차분기법과 중앙차분기법

알 수 있다.

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의

시간 흐름에 따른 지진해일 전파모의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r = 60일 때의 수치모의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안정성 검토는 부록에서 다루었다.

3. 수치기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치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Guass 분포의 초기 자유수면변위에 대해 수치모의 한 결과와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의 해석해(Carrier, 1991)를 비교하였
다. Gauss 분포의 형태를 갖는 초기 자유수면변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ζ( r, 0 ) = 2e

–( r ⁄ a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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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itial free surface displacement profile of a Gaussian
hump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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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erical result of proposed scheme with Courant
number

Fig. 3. Numerical result of proposed scheme along the propagation directions t = 60

Fig. 4. Numerical result of proposed scheme along the
propagation directions r = 60

Fig. 5. Comparison of numerical result for a Gaussian hump
at r = 60(∆x=∆y=0.3, h=0.1, ∆t=0.1)

Fig. 6. Comparison of numerical result for a Gaussian hump
at r = 60(∆x=∆y=0.3, h=0.1, ∆t=0.1)

Fig. 7. Comparison of numerical result of both schemes for a
Gaussian hump at t = 75(∆x=∆y=0.3, h=0.1, ∆t=0.15)

h = 0.1, 정사각형 격자(∆x = ∆y = 0.3), 계산 시간간격 ∆t = 0.1
을 적용하였으며, Courant 수가 0.33일 때의 수치모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수치모의 계산시간의 단축에 따른 정확도의 검

해석해와 비교했다. 그 결과 Imamura et al.(1988)의 기법보

증을 위해 시간격자 ∆t를 증가시켜 Courant 수를 0.5의 경

다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며 Cho et al.(2007)의 기법과는 동

우에 대한 수치모의 결과를 해석해와 비교하였다. Fig. 7은

일한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지진해일 발생 후 일정 시

공간격자 ∆x를 0.3, 시간간격 ∆t를 0.15로 증가시켜 수치모

간에서의 지진해일 전파양상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의 한 결과와 해석해를 비교한 것으로 Cho et al.(2007)의

t = 60일 때의 수치모의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h = 0.1,

기법보다 해석해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본 연

정사각형 격자(∆x = ∆y = 0.3), 무차원 계산 시간간격 ∆y = 0.1

구에서 제안한 수치기법의 Courant 수의 안정조건 범위가 기

을 적용하였으며, Courant 수가 0.33일 때의 수치모의 결과

존의 0.612에서 0.707로 확대되어 시간간격 ∆t의 증가에도

를 해석해와 비교했다. 시간 흐름에 따른 지진해일 전파모의

정확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간격자의 증가

의 정확도 비교 결과와 마찬가지로 Imamura et al.(1988)의

에 대한 수치모의 결과의 정확도가 기존의 기법보다 높아진

기법보다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Imamura et al.(1988)의 기법

것으로 보아 수치모의 계산 시간 단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에서는 선단파의 파봉이 해석해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전파

있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참고로 Cho et al.(2007)의 기법과
는 동일한 정확도를 나타내어 Fig. 6에는 표시하지 않았으며

4. 1983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 수치모형실험

결과적으로 분산효과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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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에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1권 6호 2011년 12월

서 1983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의 전파와 범람에 대한 수치

실제 동해 지진해일을 수치모의하기 위해 계산영역은 동서

모형실험을 수행하고, 수치모형실험 결과와 관측치를 비교하

방향으로 127oE~142oE, 남북방향으로 33oN~47.5oN의 해역

여 수치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동해 중부 지진해일은

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 8은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1983년 5월 26일 일본 Honshu 북쪽 서해안의 Akita현 서쪽

계산영역과 수심분포를 나타낸다. 외해에서 해안으로 전파해

해역에서 발생한 해저지진에 의해 발생한 지진해일로서, 일본

오는 지진해일은 수심이 감소함에 따라 파장이 짧아진다. 따라

에서 104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일으켰을 뿐만 아

서, 전체영역에 대해 격자간격 1 min의 대격자(∆x = 1,440 m)만

니라 한국의 동해안에서도 사망자와 큰 재산피해를 발생시켰

을 사용하면 수심이 얕은 해안 근처에서 상당한 수치오차가

다. 지진해일 수치모형실험을 위해 Mansinha and Smylie

발생한다. 따라서, 임원항 근해역에 대해서는 동시 격자접속

(1971)의 모형을 사용하여 대상 지진해일의 초기 수면변위를

기법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수

산정하였으며, 초기파형 생성에 사용한 단층 파라미터를

치모형실험에 사용한 격자망은 Table 2 및 Fig. 9에 제시한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θ는 진북과 이루는 단층의 주

바와 같이 광역 A영역의 격자간격을 1/3씩 줄여 총 6단계로

향을 표시하며, δ는 dip angle, λ는 slip angle, W는 단층의

구성하였으며, F영역에서 침수범람모의를 수행하였다. 지진해

경사폭, L은 단층의 길이, D는 단층의 변위(dislocation), H

일 전파 모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선형 Boussinesq

는 단층면의 상연깊이를 나타낸다.

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나, 수치모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Table 1. Fault parameters for the 1983 Central East Sea Tsunami (Aida, 1984)
Date
May 26, 1983

Location
Latitude(°N)

Longitude(°E)

40.21

138.84

40.54

139.02

θ(°)

δ(°)

λ(°)

L(km)

W(km)

D(m)

2

22

40

90

40

30

7.60

3

355

25

80

60

30

3.05

H(km)

Fig. 8. Computational domains and bathymetry of the East Sea (uni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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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utational information for regions A?F
구분

시간간격(sec)

영역 A
60
(약 1,440m)
3.0

영역 B
20
(약 495m)
1.0

영역 C
6.67
(약 165m)
0.333

영역 D
2.22
(약 55m)
0.111

영역 E
0.7407
(약 18m)
0.03704

영역 F
0.2469
(약 6m)
0.03704

격자수

900 × 931
(837,900개)

925 × 1,408
(1,302,400개)

499 × 670
(334,330개)

424 × 457
(193,768개)

250 × 262
(65,500개)

217 × 277
(60,109개)

외해경계조건

자유투과

동시
격자접속

동시
격자접속

동시
격자접속

동시
격자접속

동시
격자접속

모형

선형
Boussinesq 모형

선형
Boussinesq 모형

선형
Boussinesq 모형

선형
Boussinesq 모형

비선형
천수방정식 모형

비선형
천수방정식 모형

격자간격(sec)

Table 3. Comparison of the maximum run-up heights at the
Imwon port
임원 여객터미널
4.3m

삼원횟집
4.2m

Old model
(No dispersion effects)

4.0m

3.8m

Cho et al.(2007)

4.2m

4.0m

Present model

4.2m

4.0m

Description
Field survey data

5. 결

론

기존의 지진해일 전파 모의 연구는 수치분산을 이용하여
물리적 분산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그 과정에는
수치오차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아 오차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단점과 분산보정기법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오차로 인한 정확도의
저하와 불필요한 계산시간의 단축을 위해 유한차분법을 이용
Fig. 9. Detailed bathymetry at the Imwon port (unit:m)

하여 선형 천수방정식이 아닌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을 차
분하여 물리적 분산효과를 직접적으로 고려한 기법을 제안하

위해 수심에 따라 격자크기에 제한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였다. 제안한 기법을 이용하여 Gauss 분포 형태의 초기 자유

Cho et al.(2007)이 제안한 수치분산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의

수면변위를 갖는 문제를 모의한 결과 기존의 Imamura et

물리적인 분산효과를 재현하는 기법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al.(1998) 기법에 비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Cho et

지진해일 범람모의에는 비선형 천수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

al.(2007)의 기법과 비슷한 정확도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

으며, 해안과 육지의 경계에서 이동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지진

제안한 기법이 더 넓은 범위의 조건에서 정확도 높은 결과를

해일의 육지로의 범람을 재현하였다(Cho, 1995).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계산시간 간격의

Table 3은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에서 관측된 지진해일 최
대 처오름높이와 수치모형실험 결과를 에 사용한 임원 여객

증가에 따른 수치모의의 높은 정확도 유지로 수치모의 계산
시간의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터미널과 삼원횟집은 1983년 지진해일 당시와 현재상태가 거

본 연구는 지진해일 전파의 물리적 분산을 직접 고려한 기

의 동일하며, 관측값 비교적 정확하게 남아있어 수치모형실험

법을 제안하여 지진해일 전파를 해석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

결과에 대한 검증으로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본 연

시하는 기초적 연구로서 기존의 격자접속 기법의 지진해일

구에서는 김성민 등(2007)의 현장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또

전파 모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본문에서 개발한 수치

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진해일 전파 수치모형의 정확도를

모형을 역사 지진해일에 적용하여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에서

검토하기 위해 분산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선현 천수방정식

최대 처오름높이를 예측하였으며, 수치모형실험 결과가 관측

모형을 사용한 결과와 기존에 검증이 완료된 Cho et

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al.(2007)의 모형을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수치모형실험

러나 아직까지 수치모형의 안정성을 위해 수심에 따라 격자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모형이 분산효과가 고려되지

크기에 제한이 있어 실제 지형에 적용이 자유롭지 못한 한계

않은 모형에 비해 관측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으며,

가 있다. 추후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을 바탕으로 실제

Cho et al.(2007)의 모형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정확도를

지형에 대한 적용성을 확장한다면 물리적 분산효과를 이론적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수치모형실험이 가능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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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격자접속 기법은 모
형과 모형의 연결부분에서 수치오차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
다. 그러나 지진해일은 발생지점으로부터 광범위한 영역을 대
상으로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세
격자망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의 전파와 범람을 동시에 모의하
는 실험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컴퓨터
의 발달과 더불어 병렬 계산기법을 활용하는 연구를 병행한
다면 추후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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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전파모의를 위한 유한차분모형 개발

t îkx x îky y

ζ = ζ0 ρ e

(16-a)

e

t îkx x îky y

P = P0 ρ e

(16-b)

e

t îkx x îky y

Q = Q0 ρ e

(16-c)

e

여기서 ζ0, P0, Q0는 각각 ζ, P, Q의 초기값이다. 식(16)을
식(9)~(11)에 대입하고 다음과 같은 표시법을 이용하면:
t = n0∆t (n0 = 0.1,...,n,...), x = i0∆x, y = i0∆y (i0 = 0,1,...,i,...) 아
래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ρt는 amplification factor
이다.
(ρ

∆t ⁄ 2

–ρ

–∆ t ⁄ 2

)ζ0 + 2irx sinθx P0 + 2iry sinθy Q0 = 0
2

2

2

2

(17)

sin θy⎞
3 sin θx -------------∆t
8--- gh3 ρ∆t ⁄ 2r sinθ ⎛ ------–
⎟ ζ0 + ( ρ – 1 )P0 = 0 (18)
x
x ⎜ 2- – -------------2
2
3
⎝ 4h
⎠
∆x
∆y
⎛ 3 sin θy sin θx⎞
∆t
8--- gh3 ∆t ⁄ 2
ρ ry sinθy ⎜ -------2- – -------------– -------------⎟ ζ0 + ( ρ – 1 )P0 = 0 (19)
2
2
3
⎝ 4h
∆x
∆y ⎠

이때, 식 (17)~(19)를 단순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였다.
ky ∆y
kx ∆x
∆t-, r = ----∆t-, θ = ----------, θy = ----------rx = ----y
x
2
2
∆x
∆y

(20)

식 (17)~(19)는 선형시스템으로 관계식의 형태가 제차
(homogeneous)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의미있는 해를 갖기
위해서 계수행렬의 행렬식(determinant)은 0이 되어야 하며,
∆t

amplification factor, ρ ≤ 1 의 안정조건을 만족해야한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식 (21)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식 (21)의
상수 B는 식 (22)와 같이 정의한다.
∆t

∆t

2

∆t

( ρ – 1 )[( ρ – 1 ) + Bρ ] =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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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식 (24)와 식 (25)를 만족하기

2

sin θx sin θy⎞
3 2
2 ⎛ 3
B = 16
------ gh rx sin θx ⎜ -------2- – -------------– -------------⎟
2
2
3
⎝ 4h
∆x
∆y ⎠

위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안정조건을 갖는다.
(22)

2
2
sin θy sin θx⎞
2 ⎛ 3
2
--------------------------------+ ry sin θy ⎜ 2 –
–
⎟
2
2

⎝ 4h

∆x

∆y ⎠

∆x
------ ≥ 1.633, Cr ≤ 0.707
h

(26)

여기서 Cr(Courant 수)는 차분식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식으
∆t

ρ = 1는 안정조건을 만족하므로 식 (21)의 해는 식 (23)과
∆t

로서 동일한 시간간격 동안 유체가 이동하는 거리는 이산화

같다. 또한 식 (23)이 안정조건 즉, ρ ≤ 1 을 만족하기 위

된 공간간격을 넘을 수 없다는 물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서는 0 ≤ B ≤ 4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성 검토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격자크기가
수심보다 1.633배 이상 크고, Courant 수가 0.707 이하의

2

2 – B ± B – 4B
ρ = ------------------------------------2
∆t

(23)

0 ≤ B ≤ 4의 안정조건을 식 (22)에 대입하여 정리하고 ∆x=∆y
의 정사각 격자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들을 얻을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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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치적으로 안정해진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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