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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 지역의 폭풍 해일로 인한 위험도 분석

Risk Analysis Storm Surge in Masa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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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태풍으로 생기는 폭풍 해일에 취약한 연안 지대의 위험도 분석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을 상습적인 폭풍 해일로 인한 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마산만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마산만 지역에서 폭풍 해일로 인하여 생기는 연안의 주요 시설에 대한 피해를

물에 잠기는 정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재산피해의 정도를 산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재

산피해액 자료는 합당한 방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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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년 여름철에 한반도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를 겪고 있다. 특히 연안 저지대에서는 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강

우로 인해 생기는 홍수이다. 저지대는 주로 강이나 하천의 하류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

면 모든 유역에 내린 빗물들이 하류로 모이게 되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 또 하나는 태풍이 몰

고 오는 강풍에 의해 생기는 폭풍해일이다.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연안 저지대는 상당한 피해

를 입게 된다. 또, 이러한 곳에는 항만이나 공장 등의 주요 시설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태풍 발

생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과

조사를 하고자 한다.

** 학생회원∙성균관대학교 방재안전공학협동과정 석사과정 megol@naver.com

* ** 정회원∙성균관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yoonhs@skku.edu

*** 준회원∙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kangkaro@skku.edu

****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issue7942@naver.com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28

2. 취약성 커브와 위험도 평가

먼저 마산항의 Lidar 데이터를 ArcGIS 상으로 옮겨놓고 그 중에 마산항 인근의 주요 건물들의

객체를 그림 1과 같이 생성하고, 그 건물 객체들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누어 취약성 분석을 거쳐 그

림 2와 같이 취약성 커브를 산정한다. 그리고 태풍의 규모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그 때 발생하

는 해일에 의해 건물이 잠기는 정도를 산출한 다음, 취약성 커브와 대조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한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림 3과 같이 위험성 커브가 나오게 되고, 그 커브가 있는 구간의 넓이

를 정적분하면 각 건물들의 자산 규모와 물에 잠긴 높이에 비례한 피해 금액이 최종적으로 계산

되어 나온다.

그림 1. 위험도 평가와 취약성 

분석에 사용될 건물 객체 지정 그림 2. 건물 종류별 취약성 커브

그림 3. 홍수 및 해일 발생시 건물에 대한 리스크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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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주요 구조물에 대해 침수 취약성 커브를 정확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석 과정에서 상당

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다수의 상황적인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의 수

많은 개 · 보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취약성 커브를 작성하려면 그 계산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극히 일부분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더욱 더 많은 지적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

물의 취약성 분석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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