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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기존에 개발된 자연재난 예측 모형과 사회재난 예측 모형을 통합한 복합재난 예측 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예측

모형들의입출력파라미터를분석하였다. 복합재난예측모형은단일재난이아닌다수의재난이복합적으로일어나는상황을나타

낸다. 이러한복합재난은주로자연재난으로인해발생한사회재난으로연계되는경우가주를이루기때문에자연재난과사회재난

예측모형의연결방안에대해연구를진행하였다. 기존에개발된예측모형중재난유형별로몇가지예측모형을기준으로분석하

였으며재난유형별로공통적으로적용되는입출력파라미터가도출되었다. 본 논문은향후진행되어질복합재난예측모형구축을

위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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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I/O parameters of existing predictive models were analyzed to construct a composite disaster prediction 
model that incorporates a previously developed natural disaster prediction model and a prediction of social disaster prediction 
models. A complex disaster prediction model indicates a combination of multiple disasters, not a single disaster. Such a 
complex disaster was mainly linked to a social disaster caused by natural disasters resulting from natural disasters, so it 
conducted a study of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 prediction models. Several estimates were analyzed based on several 
predictive models of prediction models, and the I/O parameters applied universally were derived by the types of disaster 
types. In this paper, It will help develop a study aimed at building a complex disaster predi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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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기후변화로인하여재해의피해규모와형태가다양

화, 대형화됨에따라기후변화에대한재난발생예측가능

성이크게저하되어 재난관리에어려움을겪고있다.[1] 또

한,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인구밀집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재난의위험도또한증가하고있다. 이러한자연재난, 사회재

난은발생을예측할수는없지만재난이발생했을경우재난

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여러선진국의재난관리

기구에서는이미다양한자연재난예측모형을개발하고지

속적으로유지, 운영하고있으며, 피해예상지역의시설물의

제원, 규모와 같은 데이터를 통해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

다.[2]

하지만현재자연재난과사회재난간의연결을통한복합

재난구성에대한연구는부족하며자연재난의결과데이터

를사회재난의입력데이터로입력하기위해서는직접적으로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계모듈이 불가피하게 필요하

다. 연계 모듈은 자연재난 발생 시 생기는 피해를 분석하여

사회재난에 적합한 형식으로 데이터 값을 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계모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재난에서

출력 된데이터를 연계모듈에 맞게통합한 공통입출력 파

라미터가 필요하다. 사회재난 또한 연계모듈을 통해 출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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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이터를입력데이터로받아들여야하기때문에입력데이

터의종류와형식을통합한공통입출력파라미터가필요하다.

공통입출력파라미터를도출하기위해서는각재난예측

모형별로중점을두는입출력데이터를확인하고주요파라

미터에대한분석및비교를통해공통적으로적용되는입출

력 데이터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하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Ⅱ장에서는복합재난

예측 모형구조 확인및 기존자연재난 및사회재난에 대한

예측 모형 비교분석을 하고 Ⅲ장에서는 재난 유형 별 공통

파라미터를 도출하고 Ⅳ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자연 및 사회재난 예측 모형 

비교 및 분석

1. 자연재난을 위한 예측 모형 비교 및 분석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하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대설, 지진,

화산폭발등 20여 가지의유형으로분류된다. 그 중최근 10

년간 국내에서발생한자연재난은그림 1과 같은피해비율

을가진다. 이중태풍과호우로인한피해가전체피해의약

93%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설에 의한 피해까지

합칠경우전체피해의약 97%를차지하는것을볼수있다.

또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발생 비율은 호우,

태풍, 대설 순으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3]

이러한 국내 통계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 재난 중 호우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재난인 홍수의피해 예측모형과 태풍

으로인한피해예측모형에대한입출력파라미터를분석하

고비교하고자한다. 자연재난피해예측모형중홍수피해

예측모형으로는 ‘HEC-RAS 시스템’, ‘SWMM시스템’을선

정하였으며 태풍 피해 예측 모형으로는 ‘SLOSH 시스템’,

‘HAZUS-MH Hurricane 모델’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을 진

행하였다.

1.1 HEC-RAS 시스템[4]

HEC-RAS 시스템은미공병단에서개발한시스템으로기

존 하천의 정상류 흐름만을 분석하던 HEC2 모형에서 시간

에따라변화하는비정상류흐름의결과를확인하기위하여

개발되었다.

HEC-RAS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HEC-RAS 시스템은 DEM과지역내하천분포도, 지질타입,

지형활용분야를통해지형데이터를입력하고강우량데이터

를통해홍수재난에대한데이터를입력한다. 입력데이터는

물의경로와양을산출하는 HEC-HMS 모델을거쳐유량데

이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산출된 유량데이터는 조도계

수, 경계조건, 수로단면구조, 곡면데이터, 교량데이터와같은

수로및범람원데이터와함께 HEC-RAS 모델을거쳐수로

와 범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 범위와 수위데이터를 산

출하여 보여준다.

그림 1.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발생 횟수 및 피해액 발생 비율

그림 2. HEC-RAS 시스템 구조

1.2 SWMM 시스템[5]

SWMM 시스템은 미국 환경보전국(EPA)에서 개발한 수

문·수질시뮬레이션시스템으로강우량에따른유출량을산

정하고, 침수해석을 통해 도시 지역의 홍수량 산정 및 하수

시스템의 유량과 수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SWMM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구성되어있으며분석하

고자 하는 지역의 구조/정보및 하천데이터와 지역 내 강우

량, 추정침투량, 수로데이터, 내부 저장공간데이터, 오염물

질의정보및농도데이터등을입력한다. 입력데이터는수

문학분석모델을통해최대수위와유거수데이터를분석한

뒤수력학분석모델을통해유속, 유량, 수위데이터를산출한

다. 또한, 산출데이터를수질분석모델에적용하여오염물질

에대한데이터를산출해낸뒤최종적으로수위데이터를통

한침수예상도및침수발생시오염물질량에대한수치를출

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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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WMM 시스템 구조

1.3 SLOSH 시스템[6]

‘SLOSH 시스템’은 미국해양대기관리처(NOAA)의 국립

허리케인센터(NHC)에서태풍의이동에따른해일고를예측

하기위해제작한프로그램이다. SLOSH 시스템은그림 4와

같이구성되어있다. SLOSH 시스템은태풍의이동경로, 중

심위경도, 풍속반경, 중심기압 등을 입력데이터로 입력하고

SLOSH 내부모델을통해표면응력, 표면풍속, 폭풍해일고

등을 산출한 뒤태풍의 영향범위에있는 지역의시간별 해

일고를 출력하게 된다.

그림 4. SLOSH 시스템 구조

1.4 HAZUS-MH Hurricane 모델[7][8]

‘HAZUS-MH Hurricane 모델’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서개발한프로그램으로지진, 허리케인, 홍수 및

쓰나미로 인한 잠재적 손실 예측 프로그램인 HAZUS-MH

시스템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예측하여 피

해량을 산출해내는 모델이다.

HAZUS-MH Hurricane 모델은 그림 5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입력데이터로분석하고자하는지역의지형데이터, 기

후데이터, 시설물 정보와 허리케인의 풍속, 기압, 강우량 등

을입력한뒤그로인해발생할수있는물리적인피해와경

제적인 피해를 산출해 낸다.

그림 5. HAZUS-Hurricane 시스템 구조

2. 사회재난을 위한 예측 모형 비교 및 분석

사회재난은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

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과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

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그

중 최근 10년간 사회재난의 발생 현황은 표 1과 같다.[9]

표 1. 최근 10년간 사회재난 발생 현황

이러한 사회재난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가축질병

과같은전염병발생과같은재난은피해가광범위하게확산

될수있기때문에각각재난별피해확산예측모형에대한

입출력파라미터를분석하고비교하고자한다. 사회재난예

측 모형 중 폭발 및 화학사고 피해 확산 예측 모형으로는

‘SUMMIT 시스템’, ‘CARIS 시스템’ 을 선정하였으며 질병

확산예측모형으로는 ‘STEM 시스템’, ‘VPD Package 시스

템’을 선정하여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2.1 SUMMIT 시스템[10]

SUMMIT 시스템은 미국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폭발로

인한 가스및 화생방사고의 피해확산을 대기확산에 따라

분석하는 예측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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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IT시스템은그림 6과같이구성되어있다. SUMMIT

시스템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발생 원인과 시간, 지역에 대

한데이터와기후, 교통정보, 주요시설물, 의료시설데이터를

입력한다. 입력한 데이터는 HPAC, REGAL, AHRQ 등으로

구성된확산모델을통해영향범위및인명피해범위, 피해

범위 내 의료시설 수용량 등으로 결과데이터가 산출된다.

그림 6. SUMMIT 시스템 구조

2.2 CARIS 시스템[11]

CARIS 시스템은국내의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서제작

한 시스템으로 유해화학물질사고 및 화학테러가 발생했을

경우피해지역의위험성평가, 상세확산평가를통해피해범

위를 산출해 내는 예측 모형이다.

CARIS 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CARIS

시스템은 기상정보, 지형정보, 발생 지역, 발생 화학사고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 등을 입력한다. 입력 데이터는 입력한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데이터 모듈인 DIPPR을 통해

해당화학물질의정보를얻어온다. 화학물질의정보는 기상

정보, 지형정보와 함께 화학적 확산 모델에 적용하여 발생

지역의화학물질누출정보와확산정보및시간에따른피해

확산범위, 화학물질의농도, 피해인구및피해면적을산출

하여 보여준다.

그림 7. CARIS 시스템 구조

2.3 STEM 시스템[12]

STEM 시스템은 IBM 연구소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질

병별로전파과정을방정식모델로만든후인구정보, 교통

정보, 조류이동경로등을감안하여질병확산경로를추정

하는 시스템이다.

STEM시스템은그림 8과같이구성되어있다. STEM시

스템은발병기간, 전염률, 회복률, 사망률, 잠복기등의질병

정보와 인구데이터, 지역데이터, 교통 정보, 모기와 조류와

같은동적모집단에대한데이터를입력한다. 입력데이터는

각각의 질병에 따른 분석 모델을 통해 질병의 확산 경로와

주요 감염 경로를 산출한다.

그림 8. STEM 시스템 구조

2.4 VPD Package 시스템[13]

VPD Package 시스템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

병인 A형간염, B형간염, 홍역, 인플루엔자등에대한발생

을 예측하고재난 발생시 확산을억제하는 정책수립을 위

한 시스템이다.

STEM시스템은 그림 9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VPD

Package 시스템은질병정보와질환발병위험성평가를위

한인구통계정보, 예방접종정보를입력한다. 입력데이터

는질병별분석모델과확산모델을통해질환별발병가능

성을예측하고질환발생시감염자한사람 당 퍼트린사람

의 수를 출력하게 된다.

그림 9. VPD Package 시스템 구조

Ⅲ. 복합재난 예측 모형을 위한 재난 유형 별 

공통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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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재난 예측 모형 구조

복합재난예측모형의구조는그림 10에서볼수있다. 복

합재난은 우선 기상상황을 입력데이터로 받아 자연재난 예

측 모형을통해 자연재난발생 시피해 범위와규모를 산출

하여 결과데이터로 내보낸다. 복합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재난의 결과 데이

터를 사회재난의 입력데이터로 적용한다. 사회재난 또한 입

력데이터를피해예측모형을통해사회재난발생시피해범

위와 규모를 산출하게 된다.

그림 10. 복합재난 예측 모형 구조

복합재난예측모형구조에서자연재난입력모듈은자연

재난각각의모형별요구데이터를입력하며분석모듈에서

는 모형 별 분석 방식에 따라 입력데이터를 분석한다. 출력

모듈에서는 분석 결과 데이터를 가시화하여 출력하거나 연

계 모듈에 적용한다. 연계 모듈은 기존 자연재난 입력 데이

터중사용가능한데이터와분석결과데이터를사회재난입

력 모듈에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한다. 사회재난 입력

모듈은 연계모듈에서 변경된 데이터와예측 모형별 추가

요구 데이터를 입력하며 사회재난 분석 모듈에서는 자연재

난의 분석모듈과 같이모형 별분석 방식에따라 입력데이

터를분석한다. 사회재난출력모듈에서는분석결과데이터

를 문서 및 가시화하여 출력한다.

기존자연재난및사회재난예측모형을활용하여복합재

난피해예측모형을구성하기위해서는기존의다양한예측

모형을통합하는과정이필요하며각각의예측모형마다구

성하는입출력파라미터가다르기때문에재난유형별예측

모형의주요입출력파라미터를추출해내고파라미터간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통 파라미

터 추출은 2장에서 정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2. 재난유형 별 공통 입출력 파라미터

2.1 홍수 피해 예측모형 공통 입출력 파라미터

홍수피해예측모형의주요파라미터는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각 피해 예측 모형의 주요 파라미터 중 입력데이터로

는 발생지역의지형데이터, 강우량, 발생지역내하천데이

터와수로데이터, 배수시설정보등이있다. 예측 모형은수

문학, 수력학 분석모델을 통해 하천이나 수로 내 물의 흐름

을 산출해 내고 이를 통해 결과 값으로 홍수 발생 시 영향

범위, 수위데이터, 유량데이터, 유속데이터를 가시적인결과

데이터와위치별데이터에대한정보인 SHP, TXT파일형

식으로 출력한다.

정리된주요파라미터에서알수있듯이홍수피해예측

모형의경우발생한지역의지형데이터, 강우데이터, 하천의

구조적인 정보데이터를 공통적으로 입력한다. 예측 모형은

이를통해결과값으로홍수범위와침수심, 유량및유속데

이터를 공통적으로 출력한다. 이러한 공통 입출력 파라미터

를복합재난예측모형의자연재난예측모형구성에적용한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표 2. 홍수 피해 예측 모형 주요 파라미터

그림 11. 홍수 피해 예측 모형 공통 입출력 파라미터 적용 

결과 

2.2 태풍 피해 예측모형 입출력 파라미터

SLOSH 시스템과 HAZUS-Hurricane 시스템의 주요 파

라미터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정리 결과 태풍 피해 예측

모형의경우지형데이터와태풍데이터를통해경로별기후

변화에대한정보를입력한다. 입력데이터는내부분석모델

을 통해풍속에 따른파고 등에대해 분석을진행하며 태풍

의시간별경로에따른피해범위및최대수위, 최대 파고

에 대한 데이터를 출력한다.

정리된주요파라미터에서알수있듯이태풍피해예측

모형의 경우 태풍의 규모와 경로, 지형데이터를 공통 입력

데이터로 받는다. 예측 모형은 이를 통해 결과 값으로 태풍

발생시태풍의경로에따른영향범위내 파고데이터와수

위데이터를출력하며홍수피해예측모형과유사하게가시

적인 결과 데이터를 CSV 파일 형식으로 출력한다. 이러한

공통입출력파라미터를복합재난예측모형의자연재난예

측 모형 구성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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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태풍 피해 예측 모형 주요 파라미터

그림 12. 태풍 피해 예측 모형 공통 입출력 파라미터 적용 

결과

2.3 폭발 및 화학사고 피해 예측모형 입출력 파라미터

SUMMIT시스템과 CARIS 시스템의주요파라미터는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정리 결과 폭발 및 화학사고 확산 예측

모형의경우주요기능에따라입력하는데이터에차이가있

지만폭발의원인이나화학사고발생모델과같은발생원인

에대한데이터를받는다. 또한, 재난이발생할위치에대한

데이터와확산방향과속도를정하기위한기상정보를입력

데이터로 받는다. 입력데이터는 내부 분석모델을 통해 폭발

발생 시확산 경로에대해 분석을진행하며 시간에따른 피

해 범위와 확산 정보, 피해량 등이 출력된다.

정리 된 주요 파라미터에서알 수있듯이 폭발및 화학사고

피해예측모형의경우발생원인및발생위치, 기상정보를

공통적인입력데이터로받는다. 발생원인은폭발의경우어

떠한주요시설물에서발생하였는지에대한데이터를받아들

이며이를통해폭발발생시영향범위와피해확산경로를

출력한다. 화학사고의경우화학물질에대한정보를공통적

인입력데이터로받으며물질의종류에따라확산정도와위

험성을 출력한다. 폭발 및 화학사고 확산 예측 모형은 발생

재난의규모와확산경로의가시화가중요하기때문에 SHP

파일 형식을 통해 결과데이터를 가시화하여 나타낸다. 이러

한공통입출력파라미터를복합재난예측모형의사회재난

예측 모형 구성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표 4. 폭발 및 화학사고 확산 예측 모형 주요 파라미터

그림 13. 폭발 및 화학사고 확산 예측 모형 공통 입출력 파라

미터 적용 결과

2.4 질병 확산 예측모형 입출력 파라미터

STEM 시스템과 VPD package 시스템의 주요 파라미터

는표 5에정리되어있다. 정리결과질병확산예측모형의

경우인구데이터와질병에관한정보를입력한다. 질병에대

한 정보는 질병의 전염성과 잠복기, 사망률 등 질병의 기본

적인데이터를입력한다. 입력데이터는질병에따른내부분

석 모델을 통해 질병의 확산정도를 산출하며 질병 전염성,

질병 확산 경로 등이 출력된다.

표 5. 질병 확산 예측 모형 주요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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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질병 확산 예측 모형 공통 입출력 파라미터 적

용 결과

정리된주요파라미터에서알수있듯이질병확산예측

모형의 경우 확산 예측을 하고자 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와

질병발생지역, 인구 정보, 감염률등을공통적인입력데이

터로받는다. 질병확산예측모형은발생질병의감염에대

한 데이터를 감염 경로 또는 감염률로 산출하여 나타낸다.

이러한공통입출력파라미터를복합재난예측모형의자연

재난 예측 모형 구성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

하는복합재난예측모형을구성하기위해기존에개발되었

던재난별피해예측모형의구조및입출력데이터를정리

하고비교분석을통해재난별공통입출력파라미터를도출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재난별로 중점을 두는 분야에 따

라분석방식에차이가있더라도동일한재난일경우입출력

데이터의 종류 및 형식은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연구의결과를통해기존의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나

누어진재난예측모형을통합한복합재난예측모형을구성

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활용하여 향 후 자연재난 예측 모형과

사회재난 예측 모형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연계모듈을 구성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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