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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산불, 화

산폭발, 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

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해저의 지진으로 인해 발생

하는 지진해일은 그 거대한 규모로 인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2004년 남아시아

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해 동남아시아 해안 전역

에 3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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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sunami is a frightful natural disaster that causes severe damages worldwide. To minimize the damage,
South Korea has built a tsunami warning system and designated evacuation sites in the east and south
coasts. However, such countermeasures have not been verified whether they are adequate to minimize
casualties since tsunami rarely occurs in South Korea. Recently, due to increasing earthquakes in the
west coast of Japan, the likelihood of South Korea entering the damage area of tsunami rises; thus, in
this paper, we develops a simulator based on Unity game engine to simulate the evacuation from tsunami.
In order to increase the fidelity of the simulation results, the simulator applies a tsunami simulation model
that analyzes coastal inundation based on cellular automata. In addition, the objects included in tsunami
evacuation, such as humans, are modeled as an agent model that determines the situation and acts itself,
based on the discrete-event system specification (DEVS), a mathematical formalism for describing a
discrete event system. The tsunami simulation model and agent models are integrated and visualized
in the simulator using Unity game engine. As an example of the use of this simulator, we verify the
existing tsunami evacuation site in Gwangalli Beach in Busan and suggest the optimal alternative site
minimizing casu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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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범위한 침수 피해와 함께 심각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초래하였다. 지진해일은 해저에의 급격한 지

각변동으로 인해 이동한 수십억에서 수조 톤에 달하

는 거대한 물의 위치 에너지가 동심원의 형태로 전달

되기 때문에, 넓은 전달 범위와 함께 단 1 m의 파도라

도 큰 파괴력을 가지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한다[1].

한편 한국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다. 이는 해저에서 지진해일을 유

발할 정도의 급격한 지각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또한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하여 태평양으로

부터 전달되는 지진해일을 일정 부분 막아주기 때문

이다. 따라서 타 재해보다 지진해일에 대한 인식과 

대피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하지만 1960년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이 약 17,000 km 떨어진 

일본에 큰 피해를 초래하였듯이 먼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이 부산 등 남쪽 해안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

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

진도 지진해일 피해 가능성을 높인다. 실례로 1983년

과 1993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각각 

강원도 동해안과 울릉도에 침수 피해와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다. 특히 최근 2016년 경주에서 5.0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것을 기점으로 한국의 동해안에

도 지진해일을 유발할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동해안에는 부산

과 울산 등의 대도시가 위치하여 인구와 산업이 밀집

되어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지

진해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지진해일에 대비하여서 대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기상청 주도하에 경보시스템이 작

동 중이다. 실제 지진해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의 경우, 실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비책을 

개선하고 최적화시킬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경험과 데이터가 전무하다. 또한 다른 지역의 대비책

을 적용하는 것도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재난 대피 시뮬레

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재난 대

피 시뮬레이터의 경우 주로 화재 대피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김경식[2]은 영화관에서 발생

하는 화재에 대한 대피를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Ruppel and Schat[3]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화재 발생 시 건물 내의 효과

적인 구조와 대피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Zhao[4]는 

유니티(Unity) 게임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화재 대피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한편 지진해일 대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해의 빈

도수가 적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Affan et al.[5]은 사람과 오토바이 등의 다양한 에이

전트를 묘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진해일 대피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Minamoto et al.[6]은 에이

전트 모델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Petri-Net이라는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기

존 연구들은 지진해일 자체에 대해 상세하게 모의하

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입력한 침수범위 값 또는 단

순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시뮬레이터의 효과

를 감소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검증한 재난 대비책에 

대한 신뢰도를 감소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기 개발된 셀 오

토마타(Cellular automata) 기반의 지진해일 시뮬레

이션 모델을 적용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한다. 사람의 

상황 인식, 판단, 그리고 행동을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수학적 형식론인 DEVS(Discrete-event

system specification) 기반의 에이전트 모델을 설계

하고, 이를 높은 확장성을 가진 Unity 게임엔진을 바

탕으로 셀 오토마타 시뮬레이션 모델과 결합하므로 

지진해일 대피를 시뮬레이션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

발된 시뮬레이터를 부산의 광안리 해안에 적용하여 

기존의 대피 장소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피 장소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셀 오

토마타 기반의 지진해일 시뮬레이션 모델과 DEVS

모델링을 간략히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DEVS 에이

전트 모델을 제시하고, Unity 게임엔진을 기반으로 

이를 해일 모델과 결합한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이터

를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제안된 시뮬레이터를 활

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제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활

용 방안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및 기술

2.1 셀 오토마타 기반의 해일 시뮬레이션 모델[7]

셀 오토마타는 잘게 쪼개진 각 셀이 사전 정의된 

규칙을 토대로 이웃 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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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변경하며 전체적인 확산을 모의하는 이산 모

형으로, 적은 계산과 모델을 간략화 할 수 있다는 장

점으로 인해 수학, 물리학, 수리 생물학, 복잡계, 미세

구조 모델링 등에 활용된다[8]. 본 논문에서 활용하

는 해일 시뮬레이션 모델(TsunamiSim)은 셀 오토마

타를 활용하여서 해일 에너지의 전파를 통하여 연안 

지역의 침수를 모의한 모델이다. 본 모델은 2차원 셀 

오토마타에서 자주 활용되는 상, 하, 좌, 우 4방향의 

이웃 셀을 고려하는 폰 노이만 모델을 바탕으로 이웃 

셀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에너지 전파를 모의한다. 각 

셀은 진행 방향과 에너지를 가지며, 진행 방향에 따

라 에너지를 이웃 셀에게 전달하고, 또 이웃 셀들로

부터 에너지를 전달받는다. 전달받은 에너지를 바탕

으로 다음 진행 방향과 에너지가 결정된다. 또한, 건

물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에너지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알고리즘

을 통해 에너지 전파를 결정한다.

Fig. 1은 TsunamiSim에서 셀 오토마타를 통하여 

해일의 에너지가 전파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TsunamiSim은 실제 발생한 지

진해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검

증하였으며,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Fig. 2와 

같이 지도 이미지를 바탕으로 셀 데이터를 자동 생성

하도록 하는 변환기 또한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데이터와 단순한 모델을 사

용하였던 이전 연구와는 달리, 이 셀 오토마타 기반

의 TsunamiSim을 통하여 시뮬레이터의 해일을 보

다 상세하고 실제적으로 묘사하여 이를 활용한 검증

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2.2 DEVS 모델링

수학적 집합론에 기반한 DEVS는 이산 사건 시스

템 모델링을 위한 언어로써 사건에 따른 시스템의 

동적인 상태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9], 도시 건설, 재난 대피, 항해, 국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해 활용되

고 있다[10-13]. DEVS는 3개의 집합과 4개의 함수

를 통하여 시스템의 동적 변화를 기술하며 이는 아래

와 같다.

          (1) [9]

여기서,

X : 입력 사건 집합

Y : 출력 사건 집합

S : 상태 집합

 : 시간 진행 함수 ( →∞ ), ∞ 은 음수를 

제외한 실수 집합

 : 외부 상태 천이 함수 ( ×→),

Fig. 1. Energy flows based on cell automata [7].

Fig. 2. Whole process of the TsunamiSim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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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는 총 상태 

집합, 는 최근 사건 발생 이후부터의 소요시간

 : 내부 상태 천이 함수 ( →)

 : 출력 함수 ( →)

DEVS 모델은 식 (1)과 같이 입력 사건들의 집합

을 나타내는 X, 출력 사건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Y,

상태 변수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S의 3개의 집합과 

4개의 함수로 표현된다. 외부 상태 천이 함수인 

는 시스템이 외부에서 X를 입력받았을 때 시스템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정의한다. 반면에 내부 상태 

천이 함수인 는 시스템의 현재 상태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의 상태를 천이시킨다. 시

간 진행 함수 ta는 시스템의 각 상태에 대해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정의하며, 출력 함수는 내부 상태 천

이에 의해 시스템의 상태가 변경될 때 상태에 따라서 

발생하는 출력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자판기 시스템에 대한 DEVS

모델의 기술은 아래와 같으며, Fig. 3은 이 기술을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나타낸다. 타원은 각 상태와 각 

상태에 대한 ta 함수의 값을 나타내며, 실선은 입력에 

따른 외부 상태 천이, 점선은 내부 상태 천이와 그때

의 출력을 나타낸다.

   

   

   

  →∞→ →

   →  

→  →

  → →

  → →

자판기 시스템은 Idle, Wait, Busy의 3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 Idle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Coin을 입력

받으면 Wait 상태로 천이하며, 이 상태에서 10초간 

Coin 또는 Order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들어온 금액

을 Returns로 반환하고 다시 Idle 상태로 천이한다.

반면에 Coin을 입력받으면 Wait 상태로 천이하고 

Order를 입력받는 경우 Busy 상태로 천이한다.

Busy 상태에서는 1초 후 주문한 Beverage를 출력하

고 Idle 상태로 천이한다.

에이전트 모델은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따라 판

단하고 행동하며, 또한 사건이 없을 경우에 내부적인 

상태 변화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9]. 이러한 특성

은 각각 DEVS의 외부 천이 함수와 내부 천이 함수에 

해당하므로, DEVS를 바탕으로 에이전트 모델을 효

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

구와 달리 DEVS라는 표준화된 형식론을 통하여 모

델링하기 때문에 개발된 모델의 검증이 용이하며 향

후 모델의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한 모델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3.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이터 개발

3.1 에이전트 모델 개발

지진해일 대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지진

해일, 대피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지진해일을 연

결하면서 시뮬레이션을 관리하고 진행시키는 관리

자 세 종류의 객체가 필요하다. 본 시뮬레이터에서는 

각 객체를 DEVS를 통하여 에이전트 모델로 개발한

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개발된 모델의 검증과 향

후 개선을 용이하게 한다.

대피하는 시민의 경우 Human Agent로 모델링되

며, Human Agent는 대피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모의

하여 대피경로를 스스로 판단하고 지진해일로부터 

대피한다. Fig. 4는 Human Agent의 DEVS 다이어

그램을 나타낸다. Human Agent는 Walk, Path

Navigation, Run, Die, Rescue의 5가지 상태를 가지

고 있다. Walk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Tsunami Alert

를 입력받으면 Path Navigation 상태로 천이하며, 1

단위시간 동안 Tsunami Alert가 입력되지 않으면 현

재 위치인 Current Position을 반환하고 Walk 상태

로 천이한다. Path Navigation 상태에서는 0 단위시Fig. 3. An example of DEVS modeling: vend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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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경로를 탐색한 뒤 대피 경로인 Path를 반환

하고 Run 상태로 천이한다. 여기서 경로 탐색에는 

A* 알고리즘 기반의 대피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이

용하며,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Run 상태에서는 1 단위시간 

후 대피자의 현재 위치와 해일과의 거리를 비교하는 

bDie 함수와 대피자의 현재 위치와 대피 장소와의 

거리를 비교하는 bArrival 함수의 논리 값에 따라 상

태 3가지 상태로 천이한다. 먼저 bDie 함수가 참이면 

Death를 반환하고 Die 상태로 천이하는 반면 bArrival

함수가 참이면 Survive가 참이면 Survive를 반환하

고 Rescue 상태로 천이한다. 만약 두 함수 모두 다 

거짓이면 Current Position을 반환하고 다시 Path

Navigation 상태로 천이한다. 마지막으로 Human

Agent에 대한 DEVS 모델의 기술은 아래와 같다.

다음으로 Game Manager Agent는 앞서 언급했듯

이 Human Agent와 Tsunami Agent를 연결하면서 

시뮬레이션을 관리하고 진행시킨다. 구체적으로는 

Human Agent에게 해일 경보 정보를 전달하고, 생존

과 사망 정보를 받는다. 그리고 Tsunami Agent로부

터는 해일 정보를 받는다. Fig. 5는 Game Manager

Agent의 DEVS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Game

Manager Agent는 Wait, Update, Tsunami Alert 3

가지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Wait 상태에서 외부로

부터 Tsunami Data를 입력받으면 Update 상태로 천

이하며, 이 상태에서 시간 변수 t와 해일 경보 발생 

시간이 같으면 해일의 위치인 Tsunami Position을 

반환하고 Tsunami Alert 상태로 천이한다. 반면 t가 

해일 경보 발생 시간과 다를 경우 역시 Tsunami

Position을 반환하지만 Update 상태로 천이한다.

Tsunami Alert 상태에서는 0 단위시간 후 Tsunami

Alert를 반환하고 Update 상태로 천이한다. 그리고 

  

     

      

   →∞  → →

   →

  →→

   &&   
→
   →
   →

  →
   &&   
→
   →
   →

Fig. 4. DEVS diagram of Human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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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e와 Death는 ta를 초기화 시키지 않는 이벤트

로 생존자와 사상자를 기록하는데 사용한다. Game

Manager Agent에 대한 DEVS 모델의 기술은 다음

과 같다.

    

   

    

  →∞ → →

   →

     →
     

→
→

  → 
→

지진해일을 나타내는 Tsunami Agent는 Fig. 2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TsunamiSim의 결과를 Game

Manager Agent에 전달한다. 다시 말해서 Tsuna-

miSim을 제안하는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이터에 결

합하기 위한 일종의 어댑터로 활용된다. Fig. 6은 

Tsunami Agent의 DEVS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며,

데이터를 전달하므로 단순하게 Start, Wait 2가지 상

태를 가지고 있다. Start 상태는 0 단위시간 후 (즉 

시뮬레이터가 시작하자마자) Tsunami Data를 반환

하고 Wait 상태로 천이한다. 다음은 Tsunami Agent

에 대한 DEVS 모델의 기술이다.

  ∅

 

   

  →∞ →

  

  →

  →

Fig. 6. DEVS diagram of Tsunami Agent.

3.2 대피 경로 탐색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Human Agent의 Path

Navigation 상태에서 대피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활

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길 찾기 알고리즘 중 게임 인공지능에 많이 

이용되는 A*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A* 알고리즘은 

출발 노드로부터 목표 노드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찾아내는 그래프/트리 탐색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14]. 이 알고리즘은 각 노드 에 대해 그 노드 통과

하는 최상의 경로를 추정하는 휴리스틱(heuristic)

추정 값 을 이용하여 순위를 매긴다. 각각의 노

드에 대한 평가 함수는 식(2)와 같다.

     (2) [14]

여기서,

Fig. 5. DEVS diagram of Game Manager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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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 노드로부터 노드 까지의 경로 가중치

 : 노드 으로부터 목표 노드까지의 추정 경로 

가중치(장애물 무시)

A* 알고리즘은 열린 목록(Open list)과 닫힌 목록

(Closed list)을 통해 노드를 관리한다. A* 알고리즘

의 과정을 살펴보면, 시작 노드를 닫힌 목록에 저장 

한 뒤 시작 노드의 이웃 노드를 탐색하고 탐색된 이

웃 노드의 , , 값과 부모 노드를 구하여 

열린 목록에 추가한다. 그 후 열린 목록 중 가장 작은 

가중치 값을 가진 노드를 찾는다. 이때 가중치의 최

솟값을 찾기 위해 우선순위 큐를 이용하며, 같은 가

중치 값을 가진 노드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큐의 

순서에 따른다. 우선순위 큐로 찾은 노드를 현재 노

드로 지정 후 열린 목록에서 닫힌 목록으로 이동시킨

다. 그리고 다시 현재 노드의 이웃 노드를 탐색하는

데, 이웃 노드가 장애물이거나 닫힌 목록에 있다면 

무시한다. 목표 노드가 닫힌 목록에 저장될 때 까지 

위 과정을 반복한다. 위 과정이 끝나면 닫힌 목록에

서 목표 노드의 부모 노드를 역 추적하여 경로를 구

한다.

2차원 배열의 정사각형 셀의 한 변의 길이를 10,

대각선 길이를 14라 가정하면. 상, 하, 좌, 우 방향의 

가중치는 10, 대각방향의 가중치는 14가된다. 시작점 

오른쪽의 셀은 시작점으로부터 1칸 떨어져 있어 

의 값이 10, 해당 셀은 목적지 까지 2칸 떨어져 

있어 값이 20이므로 값은 두 값을 더한 30임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점 이웃 셀의 

가중치를 계산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시작점의 이

웃 셀 중 가장 작은 값이 30이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3.3 에이전트 모델과 해일 시뮬레이션 모델을 결합한 

Unity 게임엔진 기반의 시뮬레이터 개발

본 장에서는 앞서 제안한 3개의 에이전트 모델과 

해일 시뮬레이션 모델을 Unity 게임엔진을 기반으로 

결합하고 가시화한 시뮬레이터를 제안한다. Fig. 8은 

이 시뮬레이터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Fig. 2

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해일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

가 Tsunami Agent에게 전달되며, 지도 이미지가 셀 

데이터로 변환된 Map data는 Unity 게임엔진 기반 

지도 제작에 이용된다. Tsunami Agent는 해일 모델

의 시뮬레이션 결과, 즉 연안 침수 범위인 Tsunami

Data를 Game Manager Agent에게 전달한다. Game

Manager Agent는 Human Agent에게 해일 경보 정

보 Tsunami Alert를 전달하며, 생/사 정보 Survive/

Death를 수집한다. 그리고 Human Agent와 Game

Manager Agent는 각각 현재 위치 정보 Current

Position과 해일의 위치 정보 Tsunami Position을 지

도에 전달한다. 이러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Unity 게

임엔진을 기반으로 에이전트 모델과 해일 시뮬레이

션 모델 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제안하는 시뮬레이터는 Unity 게임엔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가시화를 진행한다. 1)건물통

합정보 마스터의 데이터 셋[16]에서 3D 건물 정보 

다운로드한다. 2)3D 건물 정보를 QGIS(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 Fig. 2에서 사

용한 Map Image에 맞추어 3D 객체로 저장한 뒤 .obj

파일로 변환한다. 3)이전 단계의 .obj파일을 Unity에

서 불러와 도로 및 건물을 구현한다. 4)그 외에 바다,

모래 등은 Map data를 이용하여 셀 단위로 Unity

객체를 생성한다. 그리고 해일의 경우 생성 된 바다 

셀은 Game Manager Agent가 단위 시간마다 출력

하는 Tsunami Position을 사용하여 해일 시뮬레이

션 결과로 얻은 침수 범위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Fig. 9는 지도 이미지로부터 언급한 4단계

를 통하여 구축된 3D 지도 및 에이전트들을 나타내

며, Fig. 10은 가시화된 시뮬레이터의 동작 예시를 

나타낸다.

4. 시뮬레이터의 활용 사례: 광안리 지역의 기존 

대피 장소 검증 및 최적의 대피 장소 제안

4.1 광안리 지역에 대한 이해

광안리 해수욕장은 해운대 해수욕장과 함께 부산

Fig. 7. The result of path calculation from start point 

to destination point using A* algorith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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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며, 그 주변에는 상가와 거주

지가 밀집해 있다. 또한, 여러 축제도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특히 피

서 철인 7-8월에는 하루 평균 약 20만 명이 광안리 

해수욕장을 방문한다. 아직까지 광안리에 지진해일 

발생 사례는 없지만, 최근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 횟

수가 증가하였고, 일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광안리에는 

Fig. 11과 같이 해안선으로부터 445m 떨어진 한바다 

중학교가 지진해일 대피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만

[18],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대피 장소가 지진해일로부터 사상자를 감

소시키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사례 연구에는 개발한 시뮬레이터

Fig. 8. Overall structure of the proposed simulator for tsunami simulation.

Fig. 9. Visualization of map and agents based on Unity game engine [17].

(a) (b) (c)

Fig. 10. Screenshots of simulator: (a) Inundation by tsunami, (b) Evacuees from tsunami, and (c) Death of evacuees 

by tsu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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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광안리 지역의 지진 해일 대피를 시뮬레

이션 하고 기존의 지정된 대피 장소에 대한 검증 및 

최적의 대피 장소를 선정하고자 한다.

4.2 실험 설계

2017년 부산시의 통계에 따라 광안리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7-8월 일 평균 방문객이 약 200,000명으로 

파악이 되어[19], 실험에서의 총인원을 200,000명으

로 설정하였다. 실험의 편의와 컴퓨터 환경을 고려하

여 한 개의 에이전트 모델이 약 400명을 대표하도록 

하였으며, 노약자와 일반인 두 분류로 구분하였다.

두 분류의 비율은 1:3이며, 각각의 특성에 적합하도

록 에이전트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하였다. 에이전

트는 주로 해안가 쪽으로 무작위로 배치가 되었으며,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여 움직일 수 없는 곳은 배제되

었다. 셀 오토마타 해일 모델과 시뮬레이터가 포함하

고 있는 랜덤 요소로 인하여 독립적 반복 실험을 통

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4.3 기존 대피 장소에 대한 검증

일반적으로 먼 바다에서부터 발생된 해일의 경우 

대피 경보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발생될 

수 있으나, 예측 불가능한 지진으로 인해 해일이 발

생될 경우 최소 2분 내로 빠르게 대피하여야 한다

[20]. 본 실험에서는 기존 대피 장소를 검증하고자 

위의 지침을 바탕으로 해일 경보 시간에 따른 사상자 

수를 분석하였으며, Fig. 12는 이 결과를 나타낸다.

기존의 대피 장소의 경우 8분 정도 전에 지진 해일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 즉 먼 바다로부터 발생한 해

일로 부터는 충분히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광안리의 경우 먼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일이 

도달하기 보다는 일본 또는 동해안의 예측 불가능한 

지진으로 인해 해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러한 경우 2분 이전에 경보를 발생하여도 약 1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이는 앞서 설정한 20만 명

의 약 55%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즉 기존의 대피 장

소는 이러한 지진해일로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 최적의 대피 장소 제안

보다 적절한 대피장소를 설정하고자, 기존의 대피 

장소 외에 두 지역을 추가적으로 대피 장소 후보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Fig. 13에 표시되어 있다. 이 대피 

장소 후보들은(A, B 지역) 해안선과 떨어져있는 거

리 및 해발 고도, 그리고 인원수용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최적의 대피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존 대피 

장소인 C 지역을 포함하여 A와 B 지역에 대해서 대

피 경보가 2분 전에 발생할 때 사상자 수를 측정하였

으며, Fig. 14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A와 C 대피 장

소의 사상자 수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반면에, B

대피 장소는 사상자 수를 절반에 가깝게 줄일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대피 장소의 지리

적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A와 C 대피 장소는 

지도상에 보이듯 해수욕장의 양 끝에 위치하여 접근

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C의 경우 A 대피 장소 

보다 경로가 좁고 복잡한 도로가 많아서 사상자 수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에 B의 경우 A와 C 대피 

장소에 비해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한 큰 도로에 

인접하여 도달하기가 수월하다. 본 실험 결과를 바탕

Fig. 11. Predefined existing evacuation site in Gwangalli 

beach: Han Bada middle school, located in po-

sition C of the map.

Fig 12. Number of casualties by time of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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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상자 수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대피 장소는 

B로 선정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이션을 위한 

Unity 게임엔진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임의의 데이터 또는 단순한 모델로 지진해일을 묘사

하였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실성을 더하고자 셀 오토

마타 기반의 지진해일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다. 또

한 해일로부터 대피하는 시민과 게임 관리자, 그리고 

지진해일 관리자를 에이전트로 설계하고 표준화한 

도구인 DEVS를 통해서 명세하여 모델 동작에 대한 

검증과 향후 확장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Unity

게임엔진을 바탕으로 생성된 지도에 해일 모델과 에

이전트 모델들을 결합하여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

다. 개발된 시뮬레이터의 활용을 보여주기 위하여 광

안리 지역에 대한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으며, 기존의 대피 장소에 대한 검증과 이를 바

탕으로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피 

장소를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Human Agent에 딥러닝 기

반의 AI 기술을 접목하여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며 이를 바탕으로 판단과 행동을 고도화 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표

준화한 도구인 DEVS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고도화 

된 에이전트는 다른 대피 시뮬레이터에도 접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사용자가 관찰하는 현재

의 시뮬레이터를 확장하여 사용자가 한 에이전트로 

참여하여 직접 대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게임(Serious game)을 개발하며, VR 장비와의 연동

을 통하여 가상훈련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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