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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t. Ontake is the second highest volcano in Japan. On 02:52 Universal Time
Coordinated(UTC), 27th September 2014, Ontake volcano began on the large eruption without notice.
Due to the recent eruption, 55 people were killed and around 70 people injured. Therefore, This paper
performed numerical experiment to analyse damage effect of volcanic ash corresponding to Ontake
volcano erupt. The forecast is based on the outputs of the HYSPLIT Model for volcanic ash. This model,
which is based on the UM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data. Also,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ash
dispersion area, it has been detected using satellite images from optical Communication, Ocean and
Meterological Satellite-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COMS-GOCI) images. Then, the GOCI
detected area and simulated ash dispersion area were compared and verified. As the result, the similarity
showed the satisfactory result between the detected and simulated area. The concordance ratio between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and the GOCI images was 38.72 % and 13.57 %, Also, the concordance
ratio between the JMA results and the GOCI images was 9.05 % and 11.81 %. When the volcano eruptions,
volcanic ash range of damages are wide more than other volcanic materials. Therefore, predicting ash
dispersion studies are one of main way to reduce damages.
Key Words : Mt. Ontake, ash dispersion, HYSPLIT, Volcano

요약 : 일본의 온타케 산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화산으로, 2014년 9월 27일 02:52 UTC 에 예

고 없는 대규모 분화가 발생했다. 이번 분화로 인해 최소 55명이 사망하였고,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타케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피해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화산재 확산 수치실험

을 수행하였다. HYSLPLIT 확산모델과 UM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화산재 확산 경로를 예측하였고, 화산재

확산 영역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천리안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화산재 확산 범위를 탐지하였다. 본

연구의 모의실험 결과와 GOCI 탐지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HYSPLIT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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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본의온타케산은고도가 3,067 m인일본에서두번

째로 큰 화산으로, 1979년부터 1991년까지 꾸준하게 화

산활동을 보이다 2003년까지 간헐적으로 화산활동을

나타내었다. 이후 활동이 잠잠하다가 2014년 9월 27일

02:52 UTC(11:52 JST)에 온타케 화산에서는 예고 없는

대규모 분화가 시작됐다. 이번 분화 기록에 따르면 분연

주는 10 km(37,000 ft)로화산재는동쪽으로확산하였고,

분화구 주변에 50 cm가량 쌓였다(Japan Meteorological

Agency: JMA; Global Volcano Program:GVP).

화산재가 확산하는 경로를 예측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적으로 다양한 입자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국의

Volcanic Ash Advisory Center(VAAC)에 서 는 Ryall and

Maryon(1998)에 의해 고안된 Numerical Atmospheric-

dispersion Modelling Environment (NAME)모델을 이용하

여화산재가확산하는경로를예측한다(Jones et al., 2007).

프랑스의톨루즈는Model for DIspersion in the Atmosphere

used by the Toulouse VAAC (MEDIA)를 적용하고 있으며

(Sandu et al., 2003), 캐 나 다 는 CANadian Emergency

Response Model (CANERM)을사용한다(D’Amours, 1998).

또한, 일본에서는 JMA regional Atmospheric transport model

(JMA)을 이용하고 있다. JMA는 라그랑지안법을 기반으

로 Iwasaki et al.(1998)에 의해 고안된 입자 확산 모델을

적용하여, 화산재가 확산하는 경로를 예측하는 모델이

다. 일본에서는자국내에위치한화산이분화하는경우,

분화위치, 시각, 분연주를파악하고일본기상청의기상

예측 결과와 화산재 확산 모델을 이용하여 6시간 동안

의 화산재 확산 영역을 예측하여 제공하고 있다

(Shimbori et al.,2008). 그리고 미국과 호주에서는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산하 대기연구소 (Air Resource

Laboratory: ARL)와 호주 기상청이 공동 개발한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HYSPLIT)

모델을 적용하여 화산재 확산 경로를 예측한다(Draxler

and Hess, 1998; Mastin et al., 2009). 각 국가에서 사용하

는 모델은 입자의 확산 모델식, 분포속도, 평균 분포 시

간 등의 차이를 보인다. HYSPLIT과 같은 입자 확산모델

을 기반으로 화산재 확산 경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분

연주, 입자분출량, 분출시간과 같은 화산분화 정보와 분

화 시각의 기상장 자료를 입력 변수로 사용한다(Heffter

and Stunder, 1993). 그러므로 더욱 정밀한 화산재 확산경

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입력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Miller And Casadevall, 2000). 또한, 화산재와같

은 화산분출물은 입자로 구성된 대기오염물이기 때문

에화산재가확산하는경로는기류에의해결정된다(Lee

and Yun, 2011). 따라서 화산재 확산 경로는 일반적으로

분화시각의 기상장을 기반으로 한 수치모형을 적용하

여 예측하지만, 입자 확산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한 화산

재 확산 경로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측자료

를이용한검증이필요하다(Lee et al., 2014). 본연구에서

는 2014년 9월 27일 분화한 온타케 화산 분화로 발생한

화산재에 의한 피해를 분석하기 위하여, 입력원으로 일

본 VAAC에서 제공한 화산 분화 이력을 조사하여 분화

정보로 사용하였고, 국내 현업 예보 기상장인UM 자료

를 기상장으로 사용하고, 라그랑지안 기반의 입자 확산

모델인 HYSPLIT을 적용하여 온타케 화산의 화산재 확

산경로를예측하였다. 또한, 본연구의수치실험을통해

예측한 화산재 확산 경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 천리안 해양위성(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을 기반으로 탐지한 화산재 확산영역과 비교하

고자 한다. 또한, 일본 VAAC에서 제공하는 JMA 기반의

예측 결과와 GOCI 기반의 탐지 영역 간의 비교결과를

산출하고 본 연구결과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와 GOCI 기반의 탐지 영역, JMA

예측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각각의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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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재 확산 예측결과와 GOCI 위성영상 간의 유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화산재 확

산 결과와 GOCI 간에는 38.72% 및 13.57%가 일치도가 계산되었고, JMA 결과와 GOCI는 9.05%와 11.81%

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바와 같이 화산재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연구는 그 피해를 감소할 수 있

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화산 분화 시 기상 모델을 이용한 화산재 확산 수치실험

은 시간에 따른 화산재 확산 분포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기법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화산재 확산에 따른

피해 면적을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GCP기법을 이용하여 세 자료의 기하 구조를 매핑시켜

줬고, 매핑된 자료를 이용하여 GOCI에서 탐지한 화산

재 범위와 예측자료 간의 일치도를 평가하였다(Fig. 1).

2. 연구 지역

일본 혼슈 나가노 현과 기구현 경계에 위치한 온타케

화산은 북위 35.89, 동경 137.48에 놓여있으며, 나고야에

서 북동방향으로 100 km 가량 떨어져 있다. 온타케 화산

의 고도는 3,067 m로 일본에 위치한 화산 중 후지 산 다

음으로 높은 화산이며 , 정상에는 약 70,000년에서

90,000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4×5 km2의 칼

데라가 있다(Fig. 2). 역사적으로 분화기록이 시작된 것

은 1979년 10월 28일로, 20:00 UTC(05:00 JST) 시간에

분화가 시작되어 3시간 가량 화산재가 분출되었으며 화

산재(ash)와 화산력(lapilli)이 포함된 화산쇄설물이 1,500

m까지 솟아올랐고, 동쪽으로 흘러내렸다. 이때의 분화

로 화산재는 북동쪽으로 12 km 가량 떨어진 카이다무라

(Kaida-mura)마을과 남동쪽으로 14 km 가량 떨어진 미

타케무라(Mitake-mura) 마을에경미하게영향을주었다.

이후 국발지진이 하루 평균 10여 회로 지속하며 화산활

동을 보였으며, 1980년 1월에는 분화구에서 100 ~ 200

m의 화산성 가스가 분출되었고, 화산성 물질들에 의해

오타키(Otaki) 강이 산성화가 되어 물고기들이 죽기도

했다. 1980년 6월까지 100 ~ 300 m가량의 분연주를 가

지는 화산분화가 종종 발생했으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10월 관측을 중단하였다. 1984년 9월 14일 온타

케산 정상에서 동남향으로 12 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8.6의 지진이 발생했고, 남사면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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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ing flowchart of this study.

Fig. 2. Location of Ontake volcano.



명이사망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2년여동안지속

해서 화산성 지진이 발생했고, 이후 2003년까지 간헐적

으로 화산활동이 나타났다(Table 1). 이후 별다른 활동

양상을 보이지 않다가 2014년 9월 27일 02:52 UTC

(11:52 JST)에온타케화산에서예고없는대규모분화가

시작됐다. 분화로 인해 발생한 화산쇄설류(pyroclastic

flow)는 남측으로 3 km 가량 흘러내렸으며, 분연주는

03:35 UTC(12:35 JST)에 일본 VAAC에서 10 km(37,000

ft)로 동쪽으로 확산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화산재는

분화구주변에 50 cm 가량 쌓였다. 분화 이후 폭발 긴급

경고 수준은 3으로 위험으로 올라갔다(availiable JMA,

GVP). 이번 분화로 인해 55여 명이 사망하였고, 70여 명

이상의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 더욱이 일본 기상청에서

는 18호태풍에의한호우의우려를나타냈으며, 일본국

토교통성은 비와 화산쇄설류(pyroclastic flow)로 인한 토

석류(debris flow) 피해 예상지도를 발표했다. 발표된 피

해 예상지도에 의하면 화산재가 두껍게 쌓인 유카와, 시

라카와, 니고리가와에서 4 km에서 5 km 주변까지 토석

류의 피해가 우려되며,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나가노현

기소마을과 오타키촌에 피난 권고를 내렸다. 또한 일본

VAAC에서는 27일 분화 이후 지속해서 화산재 확산 예

측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3. 자료처리

화산재 확산 피해 경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크게 입

자 확산 모델, 화산 분화시각의 기상장, 화산분화정보가

필요하다. 각 국가에서 사용하는 입자 확산모델은 입자

의 확산 모델 식, 분포속도, 평균 분포 시간 등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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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ruption history of Ontake volcano

Time of events Report Damage

Nov. 1979. First eruption in historical time

Ash plumes(1.5 km), Lapilli, 
Drift(E,NE~12 km,Kaida-mura, 
SE~14 km, Mitake-mura), 
Slight ashfall (NE~150 km)

Dec. 1979. Vapor emission declines, local earthquakes continue

Jan. 1980. Vapor emission continues; Stream plumes(100-200 m), 
Earthquakes(10 events/day) acid water kills fish

Apr.-Jun. 1980. Emission of vapor little ash continues Stream plumes(100-300 m), 
Drift(~over the summit)

Sep. 1984. Earthquake(M 6.8, SE 12 km) 
Landslide(S, killed 29 people)

Apr.-May. 1991. Earthquake swarms and tremor
Earthquake swarms (3 times) 
Earthquakes (170 events) 
Tremor (4 episodes)

Jun. 1991. Seismicity declines slightly; steam plumes
Steam plumes(200 m)
Earthquakes(234 events) 
Tremor (9 episodes)

Jul. 1991. Decreasing seismicity
Steam plumes(100 m) 
Earthquakes(94 events) 
Tremor(2 episodes)

Nov. 1992. Earthquake swarm but no change in gas emission Earthquakes(40 events)
Aug. 1995. Small tremors in late August Earthquake(SE 1.5 km)
Jul. 1996. Seismic activity increases Earthquakes(29 events)

Jan. 2000. - Apr. 2003. Persistent long-term seismicity Steam plumes(300 m) 
Earthquakes (140 events/Month)

Sep. 2014.

Pyroclastic flow(S ~ 3 km) Ash plume(7~10 km), 
Drift(~E, SE) killed 55 people, 
missing 14 people, 
injured 70 people



보이며, 특히 JMA, NAME과 HYSPLIT 모델의 경우 라

그랑지안법을 적용하여 화산재의 확산경로를 추적하는

반면, MEDIA와 CANERM의 경우에는 오일러법을 적

용하기 때문에 입자의 확산결과가 다르게 산출된다

(Witham et al., 2007). 대부분의 입자 확산 모델은 라그랑

지안법을 사용하거나 오일러법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데, 오일러 방법의 경우, 식 (1)과 같이 단일 유동체를 따

라 입자의 확산경로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운동방정식

과 교류방정식을 이용하여 입자 농도를 계산한다.

                 + (ρui

_
C _ Г ) = SC                  (1)

이때, t는 시간, C는 입자 농도, ρ는 공기의 밀도,  xi (i =

1, 2, 3)는 세 좌표, ui
_
는 세 좌표의 평균 속도변위량, Г는

입자 확산계수(effective particle diffusivity), SC는 입자 원

을 의미한다.

반면, 라그랑지안법은 보통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입

자가 분출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식 (2)와 같이 각각

의 입자에 대하여 운동방정식을 적용하여, 운동하고 있

는 수많은 입자가 각각의 경로를 가지면서 확산하는 방

식이다.

             = FD ( u→ _ up
→ ) + Fa

→               (2)

여기서, 왼쪽 항은 질량단위(m/s2)당 나타나는 관성력을

의미한다. 오른쪽의 첫 번째 항은 마찰 항(drag term)을

나타내고 이때, up
→

는 입자 속도 벡터, →FD는 완화시간

(relaxation time; s_1), u→는 공기 속도이다. 오른쪽의 두 번

째 항은 중력 및 부력을 나타내며, ρ와 ρp는 공기와 입자

의 밀도이다. 마지막으로, Fa
→

는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힘을 의미한다.

두 방식의 차이 때문에, 각각의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오일러법을 이용

한 경우 입자장의 농도가 수렴하기 위해서 많은 반복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라그랑지안법의 경우 시간에 맞

춰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자가 확산하는 동안 반

복을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라그랑지안법은 보통 많

은 양의 입자 궤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며, 반복적으로

수치실험을 수행해 결과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

다(Zhang and Chen, 2007).

따라서 화산분화로 인해 방출되는 화산재는 일시적

으로 많은 양의 입자를 분출하기 때문에 오일러법보다

는 라그랑지안법을 적용한 입자 확산 모델이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라그랑지안법 기반의 입

자 확산 모델이면서, 운영이 용이하면서도 다양한 분야

에서 검증된 HYSPLIT 모델을 선정하여 수치실험을 수

행하였다(Escudero et al., 2006; Kinoshitaa et al., 2011). 화

산재 확산 경로를 예측하기 위해서 2014년 9월 27일

00:00 UTC에 생성된 기상청 Unified Model (UM) 기상

예측자료를 적용하였다. 화산 분화정보인 분연주는

37,000 ft(11,273 m)로 설정하였고, 온타케 화산의 위치

(북위 35.89, 동경 137.48) 및 화산의 높이(3,067 m)를 설

정하였다. 입자 확산 모델을 적용하여 정확한 예측결과

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화산재 입자농도를 설정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입자 확산모델은 미

국과 호주에서 사용하는 HYSPLIT 모델이기 때문에 입

자농도 역시 미국에서 사용하는 값인 1 g/h로 설정하였

다(Witham et al., 2007; Lee et al., 2014). 산출된결과를바

탕으로 화산재 확산 결과의 검증을 위해서는 실측자료

가 필요한데 화산의 경우 분화 시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

으며, 특히화산재는실측하기에많은어려움이있다. 이

러한 시간적, 공간적인 단점을 극복하고 화산재를 탐지

하기 위하여 원격탐사 기법을 적용하였다. 원격탐사 기

법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

문에,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화산재를 탐지하는데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Prata, 1989; robert et al., 2002;

Pavolonis et al., 2006; Picchiani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GOCI 자료를 사용하여 화산재 영역

을 탐지하였다.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은 북위 130, 동경

36을중심으로위경도방향으로 2,500 km까지관측하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이다. 500×500 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고해상도 위성으로, 06:00 UTC부터 07:00 UTC

까지광학위성으로관측이가능한주간에 8번자료를획

득한다. 특히 GOCI는 한반도와 일본 전 지역이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화산이 분화하는 경우 관측하기

용이한장점이있다. 반면, 구름이있거나야간에분화하

는 경우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에는 적외밴드가 탑재된 위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

해야 하는데 분화에 따라 적외밴드에서 탐지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화 경우에 따라 적절한 방법

δup
→
dt

g(ρp
_ ρ)

ρp

δρC
δt

δ
δxi

δC
δ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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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타케 화산

의 화산재를 탐지하기 위해 GOCI의 가시광합성(True

color composite) 영상을 이용하여 지표 피복 분류를 수행

하였다. 가시광합성은 화산재와 구름이 같은 위치에 놓

인 경우 분류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시광영상

이기 때문에 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OCI의 가시광합성은 6번

밴드를 적색으로, 4번 밴드를 녹색으로, 1번 밴드를 청

색을 사용하여 영상을 생성하였다. 가시광합성 영상 결

과,바다는 청색으로 나타나고, 육지는 녹색으로 나타나

며, 화산재와 구름의 경우 하얀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시광합성 영상에 나타난 화산재 영역의 임계치를 설

정하여 화산재 영역을 탐지할 수 있다. 화산재 영역을 판

단하기 위한 임계치는 화산재로 분류하고자 하는 지역

에 대하여 가시광합성 영상의 적색밴드, 녹색밴드, 청색

밴드에 나타난 화산재 영역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식 (3)

과 같이 계산하였다(Lee et al., 2014).

                       thresholdR = 

                       thresholdG =                         (3)

                       thresholdB = 

여기서, R, G, B는 가시광합성 영상의 적색밴드, 녹색밴

드, 청색밴드 자료를 나타낸다.

본연구를위해서 9월 27일과 9월 28일에촬영된천리

안 해양관측위성자료를 수집하였고, 가시광합성 영상

을 생산하였다. 또한, 가시광합성 영상에 식(3)을 적용하

여 임계치를 계산하고 적용하였고, 그 결과, Fig. 3과 같

이 화산재 영역이 탐지되었다.

4.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입자 확산 모델을 이용하여 온타케 화

산분화에 따른 화산재 확산 범위를 예측하였다. Fig. 4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치실험 결과를 시간에 따라 도시

한 결과로, 수치실험 결과가 일정하게 동쪽으로 확산하

며 9월 27일 14:00 UTC 경에 일본열도 대부분을 벗어나

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수치실험 결과는 초기 분화정

보가 불연속적으로 분화하는 화산에 비해 비교적 연속

적으로 분화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초기 분화 시각에

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GOCI 영상

을 이용한 화산재 탐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2014년 9월

17일 온타케 화산 분화 시각인 02:52 UTC 시간 이후의

GOCI 영상 5장(03:00 ~ 07:00 UTC)을 수집하여 자료

분석한 결과, GOCI는 06:00 UTC 자료와 07:00 UTC 자

∑
n

x = i
∑

k

y = j
Ri, j

n × k

∑
n

x = i
∑

k

y = j
Gi, j

n × k
∑

n

x = i
∑

k

y = j
Bi, j

n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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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tection of ash dispersion using GOGI data.



료에서 화산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GOCI 자료를 이용

하여 화산재를 탐지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 수행한

HYSPLIT 기반의 수치 실험 결과(Fig. 4) 그리고 일본

VAAC에서 수집한 JMA 기반의 예측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함께 도시하였다. Fig. 5(a)는 06:00

UTC 시간의 화산재 확산 예측결과이고, (b)는 07:00

UTC 시간의화산재확산예측결과이다. Fig. 5(a)와같이

06:00 UTC에 는GOCI에서 탐지한 결과와 수치실험 결

과가 동쪽으로 확산하며 확산범위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실험 결과와GOCI 탐지 결과 간의

일치도는 38.72%가 나왔는데, 가시적으로 방향과 범위

가 잘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차가 보이는 것은

탐지결과와 수치실험 결과 간에 확산형태가 완전하게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JMA 자료와GOCI 탐

지결과를 비교하면, JMA 결과가 GOCI에서 탐지한 범

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과다모의 된 경향이 있다. 두 결

Predicting the hazard area of the volcanic ash caused by Mt. Ontake E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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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ulation of ash dispersion using HYSPLIT.

Fig. 5. Comparison of HYSPLIT, Tokyo VAAC and GOCI detection area.



과 간의 일치도는 9.05%로 GOCI 결과보다 JMA 예측

결과 범위가 확연하게 넓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치실

험 결과와 JMA 예측자료 간에도 확산 범위의 차이는 있

으나, JMA 예측결과보다 방향성이 잘 일치한다 Fig. 5(b)

의경우GOCI에서탐지된화산재는남동쪽으로확산했

다. 반면, 본연구에서수행한예측결과는여전히동쪽으

로 확산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순간의 기상변화는 예측

모델에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

로 판단된다. 그러한 증거로 JMA 예측 결과 역시 여전히

동쪽으로 확산하며 GOCI 결과와 오차가 있음을 확인

할수있다. 또한, 본연구의예측결과와GOGI에서탐지

한 확산 범위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 VAAC

확산 결과는 Fig. 5(a)와 유사하게 과다모의 된 결과를 볼

수 있다 . 그러나 두 결과 모두 일치도 평가에서는

13.57%와 11.81%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값이 계산되었

다. 수치실험의 경우 비슷한 확산범위를 가지지만 남동

쪽으로 확산한 결과를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치도

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JMA 예측자료의 경우, 여전

히 과다모의 되었으나 탐지된 확산범위가 매우넓기 때

문에 남동쪽으로 확산한 결과를 포함하여 다소 높게 평

가된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일치도로 평가했을 때, 본

연구의 예측결과가 GOCI 탐지결과와 더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 2).

5.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2014년 9월 17일 예고 없는 대규모 분

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예의 집중하고 있는 온타케 화

산의 화산재 확산 범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였

다. 수치실험을 위해 일본 VAAC에서 화산분화 정보를

수집하여 입력원으로 사용하였고, 국내 현업기상장인

UM 모델과 라그랑지안법 기반의 입자 확산모델인

HYSPLIT을 이용하여 화산재가 확산하는 범위 및 경로

를 예측하였다. 수치실험 결과, 화산재가 동쪽으로 확산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수치실험의 예측 결과를 검

증하기 위해서GOCI 자료를 수집하였고, 06:00 UTC와

07:00 UTC에 수신된 자료에 대해서 가시광합성을 하고,

가시광합성 영상을 기반으로 화산재 임계치를 계산하여

확산범위를 탐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

하기 위하여 수치실험 결과와GOCI에서 탐지한 화산재

확산 영역 간의 일치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JMA 예측결

과와 GOCI 기반의 화산재 탐지영역 간의 일치도도 계

산하였고, 수치실험의 일치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06:00 UTC에는 수치실험 결과와 GOCI 탐지 결과는

38.72%였고, JMA 예측결과와GOCI 탐지결과는 9.05%

로 본 연구의 결과가 JMA에 비해 잘 일치하였다. 반면

07:00 UTC에는 13.48%와 11.81%로 본 연구의 결과가

조금 더 잘 일치하였다. 가시적으로는 본 연구 결과의 일

치도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JMA의 결과가 과다모의 되어 일부를 포함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또한 07:00 UTC의 결과는 예측장과 실제기상상태의

차이로 인해 JMA 결과와 수치실험 결과 모두 오차가 발

생하였다. 또한, 일정 시간에 불연속적으로 분화되는 화

산에 비해 수치 모델은 일정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분화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차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번 연

구에서는 화산재의 픽셀 기반의 레스터 자료를 비교하

였기 때문에 셀의 크기에 따른 정밀도 저하에 따른 오차

및 통계적 유의성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향후 방향 및 면적을 고려한 정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픽셀기반의 레스터방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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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common region between the volcanic ash numerical simulation and Volcanic ash dispersion area from
GOCI in Figure 5.(JMA results from Tokyo VAAC)(unit : pixel, pixel size:0.1)

Date(Year-Month-day-time(UTC)) 2014-09-17-06 2014-09-17-07
Volcanic ash numerical model HYSPLIT JMA HYSPLIT JMA

Volcanic ash dispersion area from GOCI data (A) 97,155 413,989
Volcanic ash simulation result (B) 107,721 1,068,977 387,516 1,762,292

Common region between GOCI and simulation (C) 57,191 96,844 95,823 229,923
Independent region between GOCI and simulation (A+B-C) 147,685 1,069,288 705,682 1,946,358

Proportion of common region (%) 38.72% 9.05% 13.57% 11.81%



다 객체들의 지리적 위치를 방향성과 크기로 나타낼 수

있는 벡터방식의 영상추출기법을 적용하여 정밀한 평가

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산 분화 시 다른 화산쇄설물의 피해보다 화산재는

미칠 수 있는 피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같이 입자 확산모델을 이용하여 화산 분화

시 화산재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연구는 화산 분화 시 피

해 지역을 예측하여 그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원격탐사에 의

해 관측한 확산 범위와 수치실험 간에 극복하지 못한 문

제가 존재하고, 원격탐사 방법과 현장관측 자료 간에도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측자료를 입자 확산 모델에

보다 정밀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더 좋

은 예측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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