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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 second-order accuracy upwind scheme is used to investigate the run-up heights of tsunamis

in the East Sea and the predicted results are compared with field observed data and results of a

first-order accuracy upwind scheme. In the numerical model, the governing equations solved by the

finite difference scheme are the linear shallow-water equations in deep water and nonlinear

shallow-water equations in shallow water. The target events is 1993 Hokkaido Nansei Oki Tsunami.

The predicted results represent reasonably the run-up heights of tsunamis in the East Sea. And,

The results of simulation is used to design inunda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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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대부분의 지진해일은 해저지진에 의해 발생된다 지진 진원지의 해저 운동은 순간적으로 수면변위를 일.

으키며 급격히 증가된 위치에너지는 중력에 의해 운동에너지로 변환되어 파랑의 형태로 전파되는데 이를 지,

진해일이라 한다 지진해일의 선단파는 대략 수십 수백. - 의 파장을 가지고 파고는, 2-4m에 불과해 대부분

의 지진해일은 장파 로 간주된다 또한 심해에서는 수심에 비해 파고가 매우 작기 때문에 선형천(long wave) . ,

수이론 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에 수심이 얕은 해안지역에서는 바닥마찰을(linear shallow-water theory) . ,

고려한 비선형천수이론 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onlinear shallow-water theory) .

지진해일은 세계 각국에서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 많이 관측되고 있다 년의 칠레, . 1960

지진해일은 약 시간 동안 태평양을 전파하여 하와이 섬을 강타하였다 진원지 부근의 칠레 해안 최소15 . (

명 사망 총 재산피해 약 만 달러 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항 사망 명 재산피해 약1,000 , 41,700 ) Hilo ( 61 , 2,350

만 달러 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일본 해안까지 피해를 일으켰다 더욱이 년 월에 인도) , . , 2004 12

네시아 근해에서 발생한 수마트라 지진해일은 약 여명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다 중앙280,000 (

일보 년 월 일 우리나라는 일본 근해 동해에서 발생한 년의 동해 중부 지진해일과 년의, 2004 1 26 ). 1983 1993

북해도 남서 외해 지진해일에 의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

최근에는 년 월 울진 근해에서 리히터 규모 의 해저지진이 발생하는 등 근해 지진해일의 해석2004 5 5.2

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해 지진해일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태훈 등. ,

이 제안한 차 정확도 풍상차분기법을 이용하여 비선형 천수방정식의 비선형항을 해석한다 수치모형(2003) 2 .

을 이용하여 년 북해도 남서 외해 지진해일에 의한 임원에서의 처오름높이를 계산한다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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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2.2.2.2.

지진해일이 태평양과 같은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를 횡단하여 먼 거리를 전파하는 경우에는 분산효

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선형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치모형을 구성한다 등 그러나 본Boussinesq (Liu , 1994). ,

연구에서는 선형 천수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치기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치분산을 물리적인 분산효과와 같게

설정하여 해석하였다 조용식 또한 지진해일이 태평양과 같은 대양을 횡단할 경우에는 구면좌표계를( , 1996). ,

사용해야하나 동해와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을 전파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직교좌표계에서의 선형,

천수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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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에서(1)-(3) ζ는 자유수면변위, P와 Q는 각각 x와 y방향의 체적흐름율 을 나타낸다 여(volume flux) .

기서, P=u(h+ζ), Q=v(h+ζ)이며, h는 정수면에서의 수심이다 식 의 유한차분식에 관한 상세한 설. (1)-(3)

명은 와 을 참조할 수 있다Cho Yoon(1998) .

지진해일이 해안지역으로 접근하면 파장은 짧아지고 파고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효과와 분산의 중, Coriolis

요성은 감소하는 반면에 비선형성이 중요해지므로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한다 더욱이. ,

해안선 부근에서는 바닥마찰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마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Liu , 1994).

아울러 해안선의 움직임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한 이동경계조건을 해안선을 따라 설정해야 한다, .

바닥마찰효과를 포함하는 비선형 천수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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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에서(4)-(6) H(=h+ζ)는 전체수심, n은 조도계수이다Manning .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지진해일을 해석함에 있어 비선형 천수방정식의 이송항을 차 정확도 풍상차분1

기법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운동량 방정식 와 의. , (5) (6)

비선형 이송항을 차 정확도의 풍상차분기법 인태훈 등 으로 차분하며 식 의 나머2 (Shyy, 1985; , 2003) , (4)-(6)

지 항은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등leap-frog (Liu , 1994).

본 연구에서는 동해에서의 지진해일에 대한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중격자 연결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는 크기가 위도방향 경도방향으로 각각, 1,200 km인 동해 전역의 지진해일 거동해석을 위해 10m 간격으로

세분화할 경우 격자수가 이 되므로 기존의 컴퓨터 능력으로 볼 때 계산시간 간격의 세분120,001×120,001

화에 의하여 계산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누적오차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수치해석수치해석수치해석수치해석3.3.3.3.

인태훈 등 은 차 정확도 풍상차분기법을 가 사용한 포물형 수조에서의 유체의 주기적(2003) 2 Thacker(1981)

인 거동 모의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구배가 아주 완만하여 동해 연안에서의 급경사 지형과는 많이 틀린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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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 정확도의 풍상차분기법이 실제지형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평가해 보았다 본 연구, 2 .

의 대상 지진해일은 년 북해도 남서 외해 지진해일이며 대상영역은1993 , △x=123.3m을 사용하여 모의하였

다 또한. , △x=4.5m의 세부격자를 이용하여 임원 부근의 지형을 타나냈다 모의 결과는 현장 관측값과 국립.

방재연구소 에서 차 풍상차분기법으로 모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1999) 1 .

또한 선형모형의 결과는 법칙 에 의해 계산된 파고와 비교하였다 법칙은 선형이, Green (Mei, 1989) . Green

론에 근거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A 0( h0h )
1/4

여기서, h0와 A0는 임의 지점의 수심과 파고를 나타내며, h와 A는 처오름높이를 산정하고자 하는 지점의

수심과 파고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측값과 차 풍상차분기법에 의한 결과는 국립방재연구소. 1

를 참고하였다(1999) .

표 은 년 지진해일에 대하여3 1993 △x=123.3m 간격으로 모의한 후 묵호 삼척 장호 임원 및 부구의 처, , ,

오름높이 결과를 관측값 차 풍상차분기법 및 법칙과 비교하였다 차 풍상차분기법의 결과가 차, 1 Green . 2 1

풍상차분 기법이나 법칙보다 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Green .

구 분 묵호 삼척 장호 임원 부구

관 측 값 1.3 1.1 1.3 2.6 2.8

차 풍상차분기법1 1.0 0.9 1.9 2.1 2.5

차 풍상차분기법2 1.2 0.9 1.4 2.8 2.7

법칙Green 2.0 2.0 2.2 2.5 2.2

표 지진해일의 처오름높이표 지진해일의 처오름높이표 지진해일의 처오름높이표 지진해일의 처오름높이1. (1. (1. (1. (△x=123.3m 단위단위단위단위, :, :, :, :m))))

년 지진해일에 대하여1993 △x=4.5m 간격의 세부격자로 모의하였다 모의 결과 항내의 최대 파고는.

4.05m로 나타났으며 최대 처오름높이는, 4.0m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육지에서 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 결과가 다소 과대평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임원천을 따라서도 지진해일의. ,

영향이 미침을 알 수 있다 지진해일의 전파 양상은 북으로부터 전파되어 동측 방파제를 남으로 돌아 다시.

북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임원에서의 최저 처내림높이는. , -2.40m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3

년의 지진해일에 의한 해수유동이 작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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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임원에서의 파고분포1. (△x=4.5m 단위, :m)

표 는 임원 지역4 (△x=4.5m 에 대하여 년 지진해일의 처오름높이를 관측값과 차 풍상차분기법과) 1993 1

비교하였다 차 풍상차분기법이 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2 .

구 분 관측값 차 풍상차분기법1 차 풍상차분기법2

년 지진해일1993 2.6 4.2 4.0

표 임원에서의 처오름높이 비교표 임원에서의 처오름높이 비교표 임원에서의 처오름높이 비교표 임원에서의 처오름높이 비교2. (2. (2. (2. (△x=4.5m 단위단위단위단위, :, :, :, :m))))

년 지진해일에서 대하여 조도계수를 변화시키면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표 는 조도계수 변화에 따른1993 . 5

처오름높이를 나타내고 있다 조도계수를 까지 증가시킬 때는 처오름높이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 이후로. 0.05

는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n 조도 계수( ) 처오름높이 단위( :m)
의 증가에n

따른 증가량(%)

관측값 2.6 -

0.0250.0250.0250.025 4.04.04.04.0 0000

0.04 4.0 0

0.05 4.0 0

0.06 3.9 2.5

0.07 3.8 2.6

표표표표 3333 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 1993 (. 1993 (. 1993 (. 1993 (△x=4.5m))))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에서는 근해 지진해일의 수치모의를 위하여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였다 기존.

의 연구와는 달리 실제 지형에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운동량방정식 중 비선형 이송항을 차2

정확도의 풍상차분기법으로 계산하였다 수치모의 결과는 현장 관측값과 차 정확도의 풍상차분기법의 계산. 1

결과와 비교하였다 대상영역은 동해안으로 하였으며 임원에 대하여는. △x=4.5m 간격의 세부격자를 이용하

였다 대상 지진해일은 년 지진해일을 사용하였다. 1993 .

동해안을 △x=123.3m 간격의 격자를 이용하여 수치모의 한 결과 년 지진해일은 임원 부근에서 가장1993

큰 처오름높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장 관측값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선형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처오름높이 산정이 비교적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

△x=4.5m 간격의 세부격자에서도 비록 실제 구조물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지만 처오름높이 산정이 잘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도계수, 에 따른 처오름높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조도계수를 까지 증가시킬 때는 처오름높0.05

이의 변화가 없지만 이후 처오름높이가 선형적으로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수치모의한 결과는 차 정확도의 풍상차분기법의 수치모의 결과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1 .

라서 지진해일의 범람을 산정함에 있어 차 정확도의 풍상차분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지진해일, 2

범람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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