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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대피소 현황과 과거 침수, 범람 
정보를 토대로 재난상황 발생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재난대피소 시각화 시스템을 
설계한다. 설계된 재난대피소 시각화 시스템은 인접한 대피소 안내, 과거 침수, 범람 구역 시각화, 
예상 침수, 범람 구역 시각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스템을 통하여 시각화 된 예상 침수 구
역을 기반으로 수방 시설 대비와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2022 년 08 월 폭우와 2022 년 09
월 힌남노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 

기상 시스템을 토대로 태풍이 상륙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며, 국가 재난 안내 시스템*을 통해 태풍 

상륙과 하천 수위가 높아진다는 재난 안내 메시지는 

전달되었지만, 지역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본 논문에서는 침수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공공데

이터 포탈[1]에서 제공하는 전국 대피소 위치[1], 침
수 위선[1] 데이터를 토대로 재난대피소 시각화 시스

템과 강우량에 따른 침수, 범람에 대한 예측 솔루션

을 제안한다. 

과거 침수, 범람, 예상 침수 시각 자료, 대피소 위

치 안내 기능을 통해 시민과 국가는 직관적이고, 안

전하게 침수 재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솔

루션을 정의할 수 있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스템 설계 

직관적인 정보 제공과 데이터 처리 시간 최소화를 

목표로 시각화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기 위해 지도 

API 를 토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 

현 위치에 근접한 대피소를 공공데이터 REST API*
로 불러오며, 수신된 공공데이터에서 인근 대피소 정

보를 가져와 지도 상에 시각화한다. (그림 1) 
침수지역 시각화를 위해 지도의 위도, 경도 정보를 

별도의 데이터 후처리 서버에 요청한다. 침수위선 공

간데이터를 토대로 침수 지역의 위도, 경도 좌표를 

받아와 지도 상에 시각화한다. (그림 2) 

  

(그림 1) 애플리케이션 설계도 

 

(그림 2) 침수지역 표시 설계도 

3. 시스템 구현 

실용성 검증을 위해 프로토타입 애플리케이션[2]을 

구현했으며, 범용적 웹 기반 플랫폼인 리액트 네이

티브로 구현하였으므로, 안드로이드, iOS, 웹사이트

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기 제공되는 도시 침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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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대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현 위치, 대피소 정보, 과거

침수 지역을 시각화 하였으며, 대피소까지의 경로 

안내 기능을 제공한다. 

프로토타입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지도상 피해 구역의 

좌표 기준으로 침수 구역을 시각화했다. (그림 3) 

 

(그림 3) 애플리케이션 작동 화면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난 대피소 시각화 시스템을 제안

한다. 직관적인 정보 제공과 실시간 데이터 반영을 

위해 데이터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고, 공공데이터의

 대피소 현황과 과거 침수, 범람 정보를 애플리케이

션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제공해주는 시각화 애플

리케이션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제공

하는 REST API 를 수신하여 인접한 대피소의 위치와 

침수 범람 데이터를 지도에 표기해주므로 본 애플리

케이션은 향후 침수 피해지역 예측과 재난 대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추가적으로 침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경사도, 

맨홀 수, 인접 펌프장의 일일 가용량 공공데이터를 

불러와 실시간 강우량에 따른 침수 위험 지역을 표

시해주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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