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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동해상의 일본 서해안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의 지진대에서 큰 규모의 해저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이 자주 발
생하고 있다. 지진해일은 수심이 깊은 대양에서 파고가 대략 수 m인데 반해 파장은 수십에서 수백 km에 달하는 장파로
서, 선단파는 수심에 비례하여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진해일은 인접국가 뿐만 아니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매우 먼 지역까지 전파하여 해안에 심각한 범람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일으킨다. 이러한 지진해일의 피해를 효율
적으로 저감하는 방법은 해안지역을 따라 지진해일 재해정보도를 제작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배포하여 사전에 위험
성을 알리고 지진해일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일이다. 지진해일 재해정보도는 과거의 지진해일 피
해조사 결과와 계획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실제 지진해일이 급습할 경우 주민들의 대피계획을 만드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주요어: 지진해일, 장파, 재해정보도, 처오름높이, 비상대처계획
Abstract: Recently, many tsunamis triggered by impulsive undersea ground motions occurred in subduction zones around

the Pacific Ocean area including the East Sea surrounded by Korea, Japan and Russia. The wave height of a tsunami
may be in the order of several meters, while the wavelength can be up to 1,000 km in the ocean, where the average
water depth is about 4 km. A tsunami could cause a severe coastal flooding and property damage not only at neighboring
countries but also at distant countries. A fundamental and economic way to mitigate unusual tsunami attacks is to
construct tsunami hazard maps along coastal areas vulnerable to tsunami flooding. These map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historical tsunami events and projected scenarios. The map could be used to make evacuation plans in the event
of a real tsunami assault.
Keywords: tsunami, long wave, hazard map, run-up height, emergency action plan

서 론

에 비례하며, 그 크기는 대략 50 ~ 1000 km에 이른다(Cho,
1995). 지진해일이 평균수심 4,000 m인 태평양과 같은 대양을
횡단할 때는 선형 장파의 속도로 진행하므로 지진해일의 이동
속도는 700 km/hr 정도가 된다. 따라서 지진해일이 발생하게
되면 매우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이동하여 해안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막대한 인
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2004년 12월 26일 발생한 규모 9.3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으로 초대형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아시아 전역에서 약 30
만명의 주민이 사망하였으며 약 100억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
생하였다. 또한, 2010년 2월 27일 발생한 칠레 지진과 지진해
일로 인해 521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80여만명의 이재민이 발
생하였으며, 약 30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야기시켜 지진해일
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저에서 지진과 같은 순간적인 해저지형의 변화가 발생하
면 갑작스러운 수면상승을 초래한다. 따라서 수면은 순간적으
로 엄청난 양의 위치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와 같은 위치에너
지는 중력에 의해 운동에너지로 변환되며, 변환된 운동에너지
는 장파의 형태로 모든 방향으로 전파되는데 이를 지진해일이
라 한다. 일반적으로 지진해일 선단파의 파장은 진원지의 규모
2010년 8월 2일 접수; 2010년 8월 17일 수정; 2010년 8월 19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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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g. 1.

Submarine earthquak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특히,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는 다른 어느 자연재해보다 광범
위한 지역에서 발생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황폐
화시켜 매우 심각하다. 더욱이, 지진해일에 의한 사망자의 대
부분이 대피능력이 취약한 어린이여서 그 피해가 사회적으로
도 매우 큰 문제이다(Imamura, 1995).
우리나라의 경우 1900년 이후 동해지역에서 발생한 4번의
지진해일(1940년, 1964년, 1983년, 1993년)에 의해 직접적으
로 영향을 받아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들어 Fig. 1에 표시된 것과 같이 한반도 주변에는 매년 20여
회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부근
동해에는 6곳의 지진 공백역(seismic gap)이 존재하여 대규모
지진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지진해일이 발
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남해안은 지진해일에 의한 대
규모 피해가 예상된다(국립방재연구소, 1999). 따라서 지진해
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방재대
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해일 방재대책으로 지
정되어 있는 지진해일 재해정보도 제작 및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진
해일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진해일
재해정보도 제작기술을 수립하여 지진해일로 인해 피해를 받
은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을 대상으로 재해정보도를 작성하였
다. 또한, 지진해일 비상대처계획 수립방안을 작성하여 과학적
인 지진해일 방재대책을 수립하였다.

로 분산성이 강하다. 특히, 일본 근해에서 발생되어 동해로 전
파되는 지진해일은 그 파장이 비교적 짧고, 먼 거리를 전파하
기 때문에 물리적인 분산효과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Cho
, 2007).
일반적으로 지진해일은 대부분의 해역에서 수심에 비해 수
면변위가 매우 작으므로 비선형성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
진해일이 수심이 상대적으로 작은 해안선 근처에 도달하면 천
수효과에 의해 파장은 감소하며 파고는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
에 해안선 근처에서 대규모 범람을 일으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Fig. 2). 특히, 해안선은 연속적으로 오르
내림을 반복하므로 이동경계조건(moving boundary condition)
을 설정해야 한다.
지진해일 전파 수치모의
분산효과를 고려하여 지진해일 전파과정을 수치모의하기 위
해서는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운동량 방정식 (2)와 (3)의 오른쪽 항
으로 주어진 분산항은 3차 미분항이므로 이를 차분하는데 상
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분산항을 제외한 선형 천수방정
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이용하면서 차분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수치분산이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의 분산항을 대체할 수 있
도록 조정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Cho, 1995; Cho ,
2007; Sohn
, 2009).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Cho,
et al.

et

al.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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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merical simulation of tsunami propagation (1983 Central East Sea Tsunami).

중력가속도, 는 정수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수심(m)이다.
Fig. 3은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이 동해안을 전파
하는 과정을 수치모의한 결과이다. 동해 중앙에 위치한 대화퇴
등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진해일의 전파과정에서 파랑
의 분산효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진해일 범람 수치모의
지진해일이 수심이 비교적 얕은 해안 근처에 도달하면 천수
효과로 인해 비선형 효과와 바닥마찰이 상대적으로 지배적으
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수심이 얕고 복잡한 해안구조물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비선형 및 바닥마찰을 고려할 수 있는
식으로 2차원 비선형 천수방정식 수치모형을 이용한다(Liu
h

et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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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 ~ (6)에서 는 자유수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수심으
로 = + η로 주어지며, τ 와 τ 는 각각 축 및 축 방향의
바닥마찰저항을 의미한다.
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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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마찰저항은 식 (7)과 같은 Manning 공식을 이용하여 표
현한다. 식 (7)에서 은 조도계수를 나타낸다(Liu ,
n

1995).
τx

2

= --------7 3
gn

H

⁄

P

P

2

+

Q

2

et

,

τy

2

= --------7 3
gn

H

⁄

Q

P

2

+

Q

2

al.

(7)

식 (4) ~ (7)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의 해안선 부근에서의 거동
을 모의할 수 있으나 범람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동
경계조건을 장착하여야 한다(Cho , 2004). 식 (4) ~ (6)을
해석하는 유한차분모형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이동경계조건에
관한 설명은 Liu (1995)을 참조할 수 있다.
et al.

et al.

지진해일 재해정보도
지진해일 재해정보도는 지진해일 방재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효율적인 방재대책이다. 지진해일
재해정보도는 침수피해 가능범위를 예측하여 제작된 침수예상
도 상에 대피소, 대피 경로 및 비상연락망 등의 방재정보를 기
입한 지도로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
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3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로 인해 3명의 인
명손실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을 대상으
로 재해정보도를 제작하여 지진해일 재해정보도 제작기술을
정립하였다. 먼저, 재해정보도의 침수예상도는 과거 발생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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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in contents of tsunami emergency action plan.

정확한 인명피해를 예측하여 최적의 대피소와 대피경로를 설
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임원항 주변 위성사진 대피지역 위치
및 구역 대피시 주의사항 비상시 연락처 임원항 주요시설물
안내 등의 방재 정보를 기입하였다
는 임원지역을 대상으로 제작한 지진해일 재해정보도
이며
에는 침수고 범례정보 대피시 주의사항 대피 장
소 위치 및 환경 등의 방재정보 예시이다 안성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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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지진해일 비상대처계획

Tsunami hazard map at Imwon Port (안성호 등, 2010).

지진해일 비상대처계획은 지진해일 발생시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국민들의 안전 및 생명보호를 위한 대처방법을 제시하며
지진해일 범람시의 침수상황과 대피방법 등의 정보를 주민에
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진해일
비상대처계획은 재해발생으로부터 재해종료 후 복구대책까지
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재대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는 지

,

진해일
년 과 가상 발생원 개의 지진해일
에 대한 범람 수치모의 결과를 종합하여 포락선으로 나타낸
최대 침수예상도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
이션과 범람 수치모의를 동적 연결하여 실시간 대피 상황과
(1964, 1983, 1993

)

11

.

Table 1.

•
•
•
•
•
•
•
•

.

,

. Fig. 5

Information of a tsunami hazard map (안성호 등, 2010).

대피시 주의사항

라디오나 의 최신 기상 또는 재해정보에 귀 기울입시다
위험발생시에는 시청과 소방서에서 대피 정보를 발령하오니 이에 주의합시다
주변의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야간에 대피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가능한 여유있고 신속한 행동으로 대피합시다
차를 이용한 대피는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도보로 대피합시다
대피시에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행동합시다
대피시의 수화물은 귀중품 생필품 의류 일용품 등 최소한으로 준비합시다
대피로는 높은 도로를 선택하고 도로의 홈이나 수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대피장소 위치 및 환경
TV

.

.

.

,

.

.

.

,

,

,

,

, 2010).

.

.

범례

지진해일의 특성 및 방재대책
Table 2.

Fig. 6.

System of evacuation coordinators and team leaders.

진해일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지진해일 비상대처계획의 핵심목표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
호를 위해서는 지진해일 발생시 비상안내방송 실시 및 정보전
달방법의 구체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상청과 소방방
재청간의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해일 내습
시 그 상황을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는 비상방송실
과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6개월마다 장비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방송시설의 파괴나
청취 불능지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방송만으로는 완
전한 대피를 유도할 수 없다. 특히, 해수욕장 같은 관광지에서
는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기
때문에, 근처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여 비상방송만으로 대피경
로나 대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우
려가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대피유도대원
(evacuation coordinator)을 지정하여 확실한 대피를 도울 수 있
도록 한다. 대피유도대원이란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장에서 사람
들이 대피하는 것을 직접 통솔하는 안내자로서, 대피유도에 대
한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대피유도대원의 지정은 해양경찰이나 소방대원 등을 위주로
선발하되 지역 관공서에서 협의하여 권역별로 의무적으로 정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Fig. 6과 같이 구역 별로
팀장(team leader)을 두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

Fig. 7.

Tsunami shelters at Imwo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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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of tsunami shelters at Imwon Port.

콘크리트 건물 (3층, 건평: 약 50평)
수협 건물 •• 기존시설
: 화장실 (식수 및 용변가능)
(임시대피소1)
• 해안으로부터 5분 이내 대피가능
콘크리트 건물 (3층, 건평: 약 150평)
수협냉동 건물 •• 기존시설
: 화장실 (식수 및 용변가능)
(임시대피소2)
• 해안으로부터 5분 이내 대피 가능
임 동광비치모텔 • 4층 높이의 콘크리트 건물
시 (임시대피소3) • 기존시설: 화장실 (식수 및 용변가능)
대
• 해안으로부터 5분 이내 대피가능
피
소 하이빌 아파트 • 10층 높이의 콘크리트 건물
• 기존시설: 화장실 (식수 및 용변가능)
(임시대피소4)
• 해안으로부터 10분 이내 대피가능
서쪽 인근 야산 • 야산으로 올라가는 대피로가 정비되어 있음
(임시대피소5) • 특별한 부대시설 없음
동쪽 인근 야산 • 야산으로의 대피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음
(임시대피소6) • 특별한 부대시설 없음
• 해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지역에 위치
지
(콘크리트건물, 2층 12개 교실, 건평: 약 110평)
정
• 임원항 해안지역으로부터 약 1.3 km
대 임원중학교 (도보로 약 20분 소요, 성인남성 기준)
피
• 기존시설: 화장실과 세면대, 대규모 인원 수용 가능
소
•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임시거처로 활용

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대피를 유도한다. 특히, 재해발생시
대피유도대원들이 지진해일 발생 정보를 듣는 즉시 출동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예상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진해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발생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해 지진해일 대피소 선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하여 최적의 대피소와 대피경로를 설
정해야한다. Table 2와 Fig. 7은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을 대상
으로 선정한 지진해일 대피소를 나타낸다. 지진해일은 단시간
에 방대한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피소는 임시대
피소와 지정대피소로 나누어 선정한다. 임시대피소는 해안가
로부터 5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콘크리트 건물로서 급작스
런 지진해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반면, 지정대피소는 지진해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들을 수
용하는 목적을 지니며, 지진해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지역의

조용식·하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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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로 선정한다 이재민은 임시대피소로 대피한 후 시
간 이내에 지정대피소로 이동하여 재해가 복구될 때까지 그곳
에 머물게 되므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전 연안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되며 나아가 태풍이나 이상파랑 등의 다른 해양재난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의 근간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
된다

지진해일 방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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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해안 일본 및 러시아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에서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
론 많은 구조물에 대한 피해 또한 적지 않다 특히 년과
년에는 동해상의 일본 연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해일
에 의해 일본 연안은 물론 우리나라 동해안과 러시아에서도
상당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최근 년 월
일 후쿠오카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규모의 강진
으로 인해 우리나라 남해상 전역에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효되
는 등 끊임없는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연안 구조
물 예를 들면 방파제 항만시설 및 원자력 발전소 등의 설계
에는 지진해일의 영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지진해일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을 따라 지진
해일의 최대 처오름높이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최대 처오름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수치모형의 초기조건은 일반적으로 대
양을 횡단하는 지진해일을 모의하는 수치모형으로부터 결정된
다 최대 처오름높이를 산정하게 되면 다음으로 지진해일 피해
가 예상되는 해안선을 따라 예상범람구역을 설정하고 경보시
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지진해일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
피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진해일 방재대책은
지진해일 재해지도 제작과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통해 완성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를 제작하도록 하여 실제 재해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지진해일 방재대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지진해일에 대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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