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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착오법을 활용한 재난 위험도 예측모델 개발 : 폭풍해일

Development for Prediction Model of Disaster Risk through Try and 
Error Method : Storm S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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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태풍에 의해 발생하는 폭풍해일은 태풍의 경로, 강도, 발생위치 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발생 시나

리오를 기반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국내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수치모의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침수 예측지도로

제작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수행한 시나리오 외에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로 수치모의

수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폭풍해일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동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폭풍해일에 의한 위험도 예측을 수행하였고 예

측을 위한 방정식을 산정하기 위해 COMSOL AB사에서 개발한 COMSOL을 이용하였다. 몇 가지 가정사항과 제한조건으로

기본방정식을 유도하였으며 방정식의 계수와 상수는 시행착오법으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해일에 의한 침수 예측지도와 공

간적 분포는 지도의 상부를 제외하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오차가 큰 지도 상부의 경우 기초 데이터로 사용한 지도의

해상도로 인해 저항상수 k의 값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SIND 모형은 실시간 예측이 가능한 모형으로 향

후 모형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면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게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수학적 접근법, 과학적 보간, 폭풍해일, COMSOL

ABSTRACT The storm surge is caused by an typhoons and it is not easy to predict the location, strength, route of the storm. There-

fore, research using a scenario for storms occurrence has been conducted. In Korea, hazard maps for various scenarios were pro-

duced using the storm surge numerical simulation. Such a method has a disadvantage in that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n

other scenario occurs, and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in real time because the simulation time is long. In order to compen-

sate for this, we developed a method to predict the storm surge damage by using research database. The risk grade prediction for

the storm surge was performed predominantly in the study area of   the East coast. In order to estimate the equation, COM-

SOL developed by COMSOL AB Corporation was utilized. Using some assumptions and limitations, the form of the basic

equation was derived. the constants and coefficients in the equation were estimated by the trial and error method. Com-

pared with the result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risk grade was similar except for the upper part of the map. In the case of the

upper part of the map, it was shown that the resistance coefficient, k was calculated due to absence of elevation data. The SIND

model is a method for real-time disaster prediction model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respond quickly to disasters

caused by abnormal weather.

KEYWORDS Mathematical approach, Scientific interpolation, Storm surge, COMSOL

1. 서 론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

뿐만 아니라 가뭄, 집중호우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등

이 발생하고 있다. 재해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재난이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불

투수면적, 지하공간 등의 인위적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피

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상기후 변화의 적응대책으로 많

은 조사와 분석,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비구조적

대책에 대한 방재대책이 확대되고 있고, 효율적인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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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구조적 대책뿐만 아니라 비구조적 대책의 활용이

필요하다. 방재대책과 관련하여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일반

적으로 빈도나 재난을 나타내는 규모를 가상으로 극대화하

여 그 피해의 예상범위나 정도를 예측하는 방법이 수행되

어왔다. 대표적으로,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지도를 제

작하여 위험지역을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공지한다. 그러

나 설정된 시나리오 외의 피해예측은 어렵고, 대부분의 재

난의 모의시간이 길어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재난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외의 경우 재해가 지역에 피해를 주는 과정을 Cutter(1996),

Lindell and Prater(2003)이 제시하였다. 재해피해모델은 재

해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을 재해위험에 대한 노출, 물리적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3가지 상황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립방재연구소(2003)에서 재난

관리를 위한 지역위험도 평가 및 적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고, 김윤종 외(2009)은 서울시의 도시재난을 예방하기 위

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도시재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재난예측을 수

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재난 중 폭풍해일을 대상으로

과학적 보간법을 활용한 예측 기법을 개발하였다. 

2. 과학적 보간법의 재난 예측 모형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재난 예측모형은 과학적 보

간법을 활용하여 자연재난 피해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기

구축된 자연재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구축되어 있지

않는 자연재난 조건에 대한 피해위험을 예측한다. 국내는

면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지만, 지형적, 기후적

특성에 의해 다양한 재해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자연재난인 폭풍해일의 경우에도 태풍경

로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였고, 해안

을 따라 지역마다 피해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으로 국내는 해안을 따라 항구단위로 침수예상도가 구

축되어 있다. 침수예상도는 특정 조건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수 있고 모의시간이 짧은 SIND 모형

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우선적으로 동해안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크게 ‘활성화 조건(Activation

Conditions)’과 ‘이용 조건(Usage Conditions)’으로 구분되며

이를 토대로 Solver가 수행된다. ‘활성화 조건’은 사용자가

원하는 재난의 규모나 특성을 정의하는 것이다. 폭풍해일의

경우 태풍의 경로, 바람세기, 태풍등급 등의 조건을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설정하면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의 검색을 통해 원하는 조건과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

인하고 없을 경우 Solver에 탑재되어 있는 ‘이용조건’이 선

택된다.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은 ‘이용조건’내의 조건별로

설정되어 있는 지배방정식을 선택하는 기준 값이 되고 선

택된 방정식에 의해 위험도 예측이 수행된다. 수행된 결과는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되는 형태로 구성되

었다. 본 모형은 방정식의 산정이 위험도 예측 결과에 지배

적이며, 상용프로그램인 COMSOL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Python 3.6.2으로 구축하였다. 폭풍해일

위험도 예측을 위한 방정식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14년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수행한 도서지역 해안침수

예상도 제작연구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3. 지배방정식 산정

3.1 COMSOL Multiphysics (Version 5.4)

구축되어 있지 않은 폭풍해일 위험도 예측지도를 2D공

간에 구현하기 위해서 COMSOL AB사(Multiphysics, 1998)

에서 개발한 COMSOL Multiphysics를 활용하여 방정식을

산정하였다. COMSOL Multiphysics는 다중 물리현상 해석

을 위한 편미분 방정식을 FEM방식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이다. 모델을 직접 구성하고 각 부

분마다 값을 즉시 입력 또는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

어 있어 조건을 변화해 가면서 원하는 식을 산정할 수 있다.

즉, 물성/경계 조건은 시공간 및 종속변수를 포함한 임의의

함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상관관

계를 구현할 수 있다. COMSOL Multiphysics은 열/유동, 전

자기, 구조, 음향, 화학반응 등 여러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배방정식이 탑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Equation-based

Module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지배방정식을 구성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은 Equation-based Module에서

지원하는 방정식의 형태이다. 비선형 편미분방정식(Non-

linear PDE) 형태의 방정식 구성은 Coefficient form, General

form, Weak form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Fig. 1. Concept design of natural disaster predi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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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Coefficient Form

(1)

(2)

Eq. (1)이 Coefficient form의 기본형태이고, 해석영역(inside

domain)에 적용되는 식으로 좌변의 첫 번째 항에서 시간종

속항의 2계 미분방정식을 확인할 수 있다. 차례로 확산

(diffusion), 대류(convection), 생성(source), 소멸(absorption)

항들로 구성되어있다. 방정식을 살펴보면 생성 항(source

term)과 대류항(convection term)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구현

하고자 하는 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모두 사용하거나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q. (2)는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에

해당하는 방정식으로 Eq. (1)의 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경계형태는 나타나있는 것과 같이 노이만/디리클레(Neumann/

Dirichlet) 2가지 형태를 제공하며, 노이만(Neumann)은 플럭

스(Flux) 형태를 쓰고자 할 때 사용하고, 디리클레(Dirichlet)는

구속조건과 같은 정해져 있는 값을 정의할 때 사용한다. 각

계수와 변수들의 값은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3.1.2 General Form

Coefficient Form보다 좀 더 간결할 방식으로 방정식을 나

타내는 형태로 선형뿐만 아니라 비선형 문제에 적용하고자

할 때 쓰이는 만큼 널리 쓰이게 된다는 뜻에서 Gener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COMSOL Multiphysics에서 적용되는 식

은 다음과 같다. 

(3)

(4)

Eq. (3)이 해석영역에 적용되는 General form의 기본방정

식의 형태이고 Eq. (4)가 경계조건에 적용되는 형태이며 간

결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1.3 Weak Form

마지막으로 Weak Form은 흔히 알려져 있는 가상일의 원

리를 일반화한 것으로서 특별한 형태의 방정식이다. Weak

라는 말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지배방정식을 정의하는데

제한이 없고 상미분방정식(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ODE), 편미분방정식(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PDE)뿐만

아니라 적분으로 되어 있는 식도 정의할 수 있으며 서로 다

른 차원간의 연계에도 원활이 사용할 수 있다. 방정식의 형

태는 다음 Eq. (5)과 같다. 

(5)

3.2 방정식 산정

Fig. 2에 나타난 것처럼, 먼저 COMSOL Multiphysics 내의

방정식의 형태를 이용하여 방정식의 기본형을 도출하였다.

방정식의 기본형으로 모의를 수행한 후 기 구축되어 있는

수치모형 결과와 비교를 통해 방정식의 계수와 조건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시행착오법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도출하였고 폭풍해일에 대한

피해예측 방정식을 최종적으로 산정하였다. 

COMSOL Multiphysics에서 기본적 현상에 사용되는 선

형모형 문제(linear model problems)에 대한 방정식 구축이

가능하다. SIND 초기모델의 방정식으로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선형 편미분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COMSOL에

서 제공하는 방정식은 모두 2계 선형미분방정식의 형태를

가지며 linear model problems 대한 방정식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COMSOL Multiphysics를 활용하여 태풍에

의해 발생한 해일고 빈도에 따른 연구대상지역의 위험도

등급을 평가 방정식을 산정하였다. 지배방정식의 산정 방

법에는 수학에서 전진법과 후진법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방정식 산정 방법론으로 전진법은 현재의

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작하여 산정

하는 방법이고, 후진법은 결과를 가지고 현재 상태의 결과와

비교를 통해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해결할 때까지 이를

반복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폭풍해일의 위험도 등급 평가

지배방정식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진법과 후

진법을 혼용하였다.

3.2.1 방정식 기본형태 산정 : 전진법

앞서 언급하였던 Coefficient Form(Eq.(1))을 가정사항과

ea
∂2u

∂t2
-------- da

∂u
∂t
------ ∇ c∇u αu γ–+( )⋅– β ∇u⋅ au+ + + f=

n c∇u αu γ–+( ) qu–⋅ g h
Tμ–=

hu r=⎩
⎨
⎧

ea
∂2u

∂t2
-------- da

∂u
∂t
------ ∇ Γ⋅+ + F=

n– Γ⋅ G
∂R
∂u
------
⎝ ⎠
⎛ ⎞

T

μ+=

0 R=⎩
⎪
⎨
⎪
⎧

ea
∂2u

∂t2
-------- da

∂u
∂t
------+⎝ ⎠

⎛ ⎞ Ad
Ω
∫ ∇v Γ⋅ vF+( ) A v G

∂R
∂u
------μ+⎝ ⎠

⎛ ⎞ sd
∂Ω
∫+d

Ω
∫=

Fig. 2. Method to develop representative equation using

COMSOL

Table 1. Equations for linear model problems in COMSOL

Linear Model Equations

Laplace’s

Heat

Wave

Helmholtz

Convective Transport

∇ ∇u⋅ 0=

ut ∇– k∇u( )⋅ 0=

utt ∇– ∇u( )⋅ 0=

∇– ∇u( )⋅ λu=

ut bu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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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해일의 재난 특성을 반영하여 전진법으로 기본 방정식

형태를 만들고 각 상수와 계수들은 후진법으로 유사한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값들을 산정하였다. Eq. (1)은 크게

시간에 대한 2계 도함수, 확산항(diffusion term), 이송항

(convection term), 생성항(source term), 소멸항(absorption

term)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재난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

이는 있겠지만, 폭풍해일의 위험도 등급은 태풍등급에 따

라 발생하는 최대 침수심으로 산정한다. DB로 활용된 침수

예상도(국토해양조사원, 2014)는 발생시간과 관계없이 발

생위치의 최대 침수심을 나타낸 것이다. 독립변수인 해일고

빈도에 따른 위험도 전파(전달)는 소멸항(absorption term)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가정하였고, 또한 태풍등급에 의해 결

정되는 초기위험도는 지형이라는 매질에 의해 전달된다는

가정사항은 열전달방정식(Heat transfer equation)과 유사한

기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열전달방정

식과 비교한 폭풍해일의 위험도예측 방정식은 Table 2에 나

타내었다. Table 2에 의해 Eq. (1)은 Eq.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 Risk Grade Equations

(6)

여기서, D는 위험도 등급, q = 는 위험도등급 플럭

스(Risk transfer flux)이다. 

폭풍해일 위험도의 기본적인 지배방정식 형태는 열전달

방정식과 유사한 형태이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작된 침

수예상도 특성상 시간에 따른 변화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상태(steady state)라 할 수 있고 Eq. (6)는 다음과 같이

시간항(time term)은 제거할 수 있다.

(7)

3.2.2 폭풍해일 지배방정식 산정 : 후진법

위험도 등급(D)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폭풍해일의

경우 독립변수는 태풍등급에 의해 산정되는 해일고를 이용

하여 해안선에서의 초기 위험도 등급(D0)으로 설정하였다.

후진법은 기 구축되어 있는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방정식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결과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Eq.

(7)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연구대상지역(도엽명, BAJ3)을

대상으로 COMSOL을 수행하였다(Fig. 3).

Fig. 3의 결과를 COMSOL로 구현하기 위한 방정식을 정

리해보면 Eq. (8)은 계산영역(Domain)에 적용되는 기본식

이며 Eq. (9)는 경계조건(Boundary)에 적용되는 식이다. 

 (8)

∂D
∂t
------- ∇+ q⋅ Q=

k∇D–

∇ k∇D–( )⋅ Q=

∇ q⋅ Q=

Table 2. SIND for tsunami in coefficient form

Parameter Heat Transfer Risk Grade for Storm Surge

u Temperature, T Risk Grade (Inundation), D

e
a

0 0

d
a

rC
p

1

c Conductivity coef. -k resistance coef. -k

γ 0 0

β Velocity Velocity

a 0 0

f Heat flux, Q Risk flux, Q

Fig. 3. Research Area & Results(Storm S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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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기서 로 위험도등급 플럭스(Risk Flux)이

며, 는 계산경계 밖의 위험도 등급으로 해안

가로부터의 거리(dx, dy)에 대한 함수이다. h는 위험도 전

달계수(Risk transfer coefficient)이며 경계면에서의 전달률을

의미한다. 는 초기 해안가에서 형성되는 위

험도 등급으로 태풍에 의한 해일고(H)의 함수이다. 

위험등급 전파 계수를 구성하기 위한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폭풍해일의 의한 초기위험도 등급(Dext)은 해안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다.

·위험도 등급의 전파(전달)과 관련된 저항계수는 지역의

지형조건에 따라 다르다(default h=1).

·해안가의 초기 위험도 등급(D0) 은 발생한 태풍의 등급,

해일고에 따라 결정된다. 

·저항상수(k)는 고도(Elevation, DEM)의 반비례한다.

4. 결 과

4.1 계수 및 계수식 산정

후진법을 이용하여 폭풍해일에 대한 위험도 등급 전파

방정식의 계수는 저항계수(k), 경계면의 초기위험도 등급

(Dext), 해안가의 초기위험도 등급(D
0
) 산정한 결과는 Table 3

와 같다

후진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맞추기 위한 폭풍해일의 위험

도 전파 방정식을 산정한 결과, 각 항목의 식과 분포는 다음

과 같다. Fig. 4는 등고선을 활용하여 산정한 k값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며, Fig. 5는 D
0
를 2개의 Section으로 나눈 것

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6은 시행착오법으로 산정한 D0의

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 External Risk, Dext

(9)

· Initial Risk, D0

(10)

여기서, A=2.525이고, B=1.293(Section 1) 또는 5.293(Section

2) 이다.

Fig. 7의 결과를 보면 위험이 발생하는 지역(Dx,y>0)의 분

포를 수치모의를 통해 나타낸 결과와 비교하면 지도의 상

단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간적인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COMSOL 결과와 침수예상도를 이용하여 위험도 등급별

면적을 구하고 전체면적에 대한 비를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n– q⋅ dzq0=

D D
0

=⎩
⎨
⎧

q
0

h Dext D–( )=

Dext f dx dy,( )=

D
0

g M L,( )=

Dext 50–=

D
0

A T( ) B+ln=

Table 3. Values of coefficient in SIND for storm surge

Risk Grade for Storm surge

Resistance coef. k Elevation

External Risk, D
ext

-50

Risk transfer coef, h 1

Initial Risk, D
0

Variables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k

Fig. 5. Sectioning of boundary condition

Fig. 6. Estimation of 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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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오차는 1.31~15.73%로 나타났다. 200년 빈도 지도는

1.31%로 오차가 가장 작았고, 50년 빈도 지도의 경우에 15.73%

의 가장 큰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 오차는 2가지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지도 북쪽에 k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과 50년 빈도로 갈수록 위험도가 발생한

전체면적이 작아져 상대적으로 오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수치지도의 해상도를 높

인다면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4.2 형상 유사도 분석

침수예상도의 결과와 모델을 통해 구축한 위험지도의 유

사도 분석을 위해 공간 데이터 셋의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

하였다. 김지영 외(2011)는 기하학적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매칭 기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형상유사도를 도출하였

다. 공간 데이터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기준은 면 객체의 대

표점인 무게중심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위치기준(position

criterion), 면 객체의 형상특징을 나타내는 형상지수(shape

index)를 이용한 형상기준(shape criterion), 중복 면적비를 이

용한 면적 기준(area criterion)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각

기준은 다음 식 (11), 식 (12), 식 (13) 및 식 (14)와 같다. 

·위치기준(SP)

(11)

여기서, Pm= , Pc= 이

고, Xm, Ym는 침수예상도 침수면적의 무게중심 좌표, Xc,

Yc는 COMSOL 침수면적의 무게중심 좌표, XS, YS는 지도

의 기준점이다. 

·형상기준(SR)

(12)

여기서, Rm = , Rc = 는 각각 형상

지수이다. Perimeterm은 침수예상도 도형의 윤변, Perimeterc

은 COMSOL 침수면적의 윤변이다.

·면적기준(SA)

(13)

여기서, Am는 침수예상도의 침수면적, Ac는 COMSOL 결

과의 침수면적이다. 

·형상유사도(S)

(14)

여기서, w1, w2, w3는 각각의 가중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동일하게 1.0로 정하였고, 각 기

준 값(SP. SR, SA)이 1.0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은 것이
SP 1

Pc Pm–

Pm

---------------- 0 SP 1≤ ≤( )–=

Xm XS–( )
2

Ym YS–( )
2

+ Xc XS–( )
2

Yc YS–( )
2

+

SR 1
Pc Pm–

Pm

---------------- 0 SR 1≤ ≤( )–=

Perimeterm

2 π Aream×
------------------------------

Perimeterc

2 π Areac×
-----------------------------

SA 1
Am Ac∪( ) Am Ac∩( )–

Am Ac+
-------------------------------------------------- 0 SA 1≤ ≤( )–=

S w
1

SP× w
2

SR× w
3

SA×+ +=

Fig. 7. Result of SIND model for storm s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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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침수예상도와 COMSOL의 결과인 면 객체의 유

사도(S)가 높으면 높을수록 3.0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난다.

Table 4에서 형상유사도의 결과를 나타낸 바와 같이, 침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200년 빈도의 형상유사도가 2.25

로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에 50년 빈도와 100년 빈도의 형

상유사도는 약 2.00의 값을 보였다. 이는 앞서 면적비의 결

과에서 언급한 이유와 같고, 향후 이와 관련한 오차를 줄인

다면 유사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5.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2014)에서 기 구축한 해

일 모델의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 보간법인 SIND 모델을 개

발하였다. 개발한 SIND 모델의 위험도 등급 결과와 국립해

양조사원의 침수예상도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연구대상지

역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또한 빈도별 결과자료와

의 비교를 통해 예측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위험도 등급 방정식을 산정하기 위하여 COMSOL을 사

용하였고,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변수를 최소화 하였

으며, COMSOL에서 제공하는 기본 방정식의 형태인 coefficient

form형태에서 가정사항을 토대로 열전달방정식(heat transfer

equation)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폭풍해일을 대표하는

간단한 방정식을 이용하여 5초 이내에 해당조건의 위험도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침수면적이 작은

지형에서는 오차율이 15.73%로 다소 높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데이터마이닝과 바이오인식 분야에서 사용하

는 공간 데이터 셋의 매칭방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형상유

사도를 분석하였으며, 약 2.0(1.0≤S≤3.0)의 값을 나타내었다.

기초자료를 구성할 때 해상도가 높은 수치지도를 활용하고

해안가에 분포되어 있는 바위지형과 같은 고도이외의 자료

를 고려한다면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해양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예상도를 기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

법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사상(event)에 대해서는 실시간으

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은 방법론을 제

시하였다. 따라서 SIND 모델의 정확도 향상 뿐만 아니라 기

존의 수치모델링 결과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한 SIND 모델의 구축은 해일 재

난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재난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

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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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shape similarity

Case 50-year 100-year 150-year 200-year

SP 0.811 0.836 0.855 0.892

SR 0.882 0.807 0.799 0.822

SA 0.299 0.323 0.384 0.533

S 1.993 1.966 2.038 2.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