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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비 오픈소스 기반 공간분석 도구 개발

김민준 1)·이창규 1)·황수연 2)·함정수 2)·최진무 3)†

Development of an Open Source-based Spatial Analysis Tool 
for Storm and Flood Damage

Minjun Kim 1)·Changgyu Lee 1)·Suyeon Hwang 2)·Jungsoo Ham 2)·Jinmu Choi 3)†

Abstract: Wind and flood damage caused by typhoons causes a lot of damage to the Korean Peninsula
every year. In order to minimize damage, a preliminary analysis of damage estimation and evacuation
routes is required for rapid decision-making.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n analysis module that can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disaster stage. For use in the preparation stage, A function
to check past typhoon routes and past damage information similar to typhoon routes heading north, a
function to extract isolated dangerous areas, and a function to extract reservoir collapse areas were
developed. For use in the early stages of response and recovery, a function to extract the expected flooding
range considering the current flooding depth, a function to analyze expected damage information on
population, buildings, farmland, and a function to provide evacuation information were included. In
addition, an automated web map creation method was proposed to express the analysis results. The analysis
function was developed and modularized based on Python open source, and the web display function was
implemented based on JavaScript. The tools develop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efficiently used
for rapid decision-making in the early stages of monitoring against storm and flood damage.
Key Words: Typhoon, Flood, Disaster prevention, Damage reduction, Web map, Open source, Isolated

area, Reservoir

요약: 태풍으로인한풍수해는매년한반도에많은피해를주고있다. 재난발생시피해가최소화되도록신

속한의사결정을위해서는예상되는피해정보와대피방안등에대한사전분석이요구된다. 본연구에서는재

난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 모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태풍 대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북상중인태풍경로와유사한과거태풍경로및과거피해정보를확인할수있는기능, 고립위험지역을

추출하는기능, 저수지붕괴지역을추출하는기능을개발하였다. 대응및복구초기단계에서활용할수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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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태풍과호우는매년한반도에찾아오는자연재해로

많은사회경제적피해를발생시켜우리나라에서관심

이높은재난중하나이다(Hwang et al., 2021; Choi, 2011;

Hwang and Kim, 2011). 태풍과호우로인해발생한풍수

해 피해액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약 3

조 1,387억 원으로 연평균 3,138억 원에 달한다(MOIS,

2020). 풍수해 피해의 큰 요인인 태풍은 한반도 주변의

해수온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의빈도와강도가높아져피해빈도와피해액이증가하

고있는추세이다(Na and Jung, 2021; Kang et al., 2018). 태

풍피해는원격탐사데이터를통해재난발생을사전에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대응 단계에 따른 사전 모

니터링과초기대응이중요하다(Lee et al., 2020a).

재난 증가에 따라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해 국내·외에

서 많은 시스템 개발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외의 경

우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허리케인, 홍수에 의한 피해를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HAZUS-MH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재·복구 측면에서 활용하였다 . 영국의

FHRC(Flood Hazard Research Center)에서는 홍수피해

지역의피해액을산정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하여활

용하였다(Carsell et al., 2004). 사전모니터링측면에서미

국국립허리케인센터는 SLOSH 모형을활용하여허리

케인에 의한 폭풍해일을 예보하고 있다(Glahn et al.,

2009). 또한Florida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FDFS)

는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과 미국해양대기청

(NOAA)과 함께 허리케인 재난 모델을 개발하여 사전

피해예측에활용하고있다(Pinelli et al., 2011). 국내에서

도다양한연구가진행되었는데, 허리케인재난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한 태풍사전방재모델 개발 연구가 진행

된바있으며(Na and Jung, 2019; Jung, 2015), 기상자료를

바탕으로한해석모형을사용하여폭풍해일특성분석

연구도진행되었다(Seo and Kim, 2014). Shim(2021)은재

난관리기관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통합하여 위기경보

시스템구축방안을제시하였으며, Lee et al. (2020b)은재

난대응에활용할수있도록민간협력기반의재난현장

영상수집과활용체계를구축하는연구를진행하였다.

풍수해의경우사전모니터링과초기대응을위해서

는신속한분석정보도출과의사결정권자의요구에부

합하는선별적인정보제공이요구된다(Seo et al., 2020).

이를위해국내에서는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통합GIS

상황판, 부산시의스마트빅보드등을마련하여재난상

황을보다신속하게인지하고의사결정에도움을받고

자 노력하고 있다. 재난대응의 가장 최우선 목표는 인

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건물, 차량, 농경지등피해예상정보를빠르게취득하

고이재민의대피경로를신속하게제공할필요가있다.

최근에는 교량 붕괴에 따른 고립지역 발생, 저수지 붕

괴로 인한 침수와 같은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

한위험지역인지와대응방안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풍수해모니터링과방재에기

여할수있는웹기반의오픈소스분석모듈을개발하고

자 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웹으로 즉시 표출하는 방

법을제시함으로써분석모듈의활용성을높이고자하

였다. 모든 분석 모듈은 파이썬(Python) 오픈소스 패키

지를활용하여개발하였으며웹표출을위해자바스크

립트기반의 HTML 파일제작방법을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데이터

1) 연구방법

연구의흐름은 Fig. 1과같다. 분석모듈의종류에따

라 태풍예상경로, 특정 지점의 침수심과 좌표, 피해(침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7, No.5-3, 2021

– 1436 –

록 현 침수심을 고려한 예상침수범위 추출 기능, 인구, 건물, 농지 등에 예상되는 피해정보 분석 기능, 대피정

보를제공하는기능도포함하였다. 또한분석결과표출을위해자동화된웹지도작성방법을제시하였다. 분

석기능은파이썬오픈소스기반으로개발하여모듈화했으며, 웹표출기능은자바스크립트기반으로구현하

였다. 본연구에서개발된도구들은풍수해대비모니터링과초기대응단계에서신속한의사결정을위해효율

적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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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범위, 공공GIS데이터등이입력자료로사용된다. 분

석모듈로는 대비단계의 3가지와 대응 및 복구 초기단

계의 3가지를 포함하였다. 재난 모니터링을 위한 대비

단계에서는 1)북상중인태풍과유사한과거발생태풍을

검색한뒤, 과거피해가발생한시군구와피해정보를표

출하는과거태풍피해모듈, 2) 교량붕괴시인근도로와

의연결이없어고립될위험이있는지역을표출하는예

상고립위험지모듈, 3)저수지고도가인근건물보다고

도가 높아 붕괴 시 침수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표출하

는예상위험저수지모듈이포함되어있다. 침수지역이

발생하여 초기대응과 복구초기 단계에서는 4) 현재 침

수지역을기준으로침수위가높아졌을때의예상피해

범위를추출할수있는예상침수범위모듈, 5) 피해지역

(침수지역)내인명, 건물, 차량, 농작물피해추정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예상피해분석 모듈, 6) 침수지역 내 대

피경로및대피소정보를건물단위로시각화하여정보

를제공하는대피분석모듈이포함되었다.

배치파일을통해파이썬코드가실행되며분석결과

는 Shapefile 형태로저장하여추가분석이나표출을위

해사용하게된다. 각모듈의분석결과를사용자가즉시

확인할수있도록웹페이지를통해표출되도록 HTML

을생산하는도구를제작하였다. 이를위해앞서분석결

과로생성된 Shapefile을GeoJSON파일로변환하여웹페

이지에서표출하였다. 개발된분석모듈들과표출도구

의활용성을검토하기위해, 2019년태풍미탁(MITAG)

으로 도심지 침수가 발생했던 울진군을 사례지역으로

분석을적용하였다.

2) 데이터

연구에사용된전체데이터의목록은 Table 1과같다.

과거 태풍별 피해액, 집계구별 인구, 행정동 단위 자동

차등록대수는텍스트형식의데이터이며이외는모두

Shapefile 포맷이다. 도로중심선, 교량, 건물 등 원본 데

이터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 분

풍수해 대비 오픈소스 기반 공간분석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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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flow.

Table 1.  Data and sources of analysis module
Analysis module Data Source

Disaster 
prevention 

phase

Past typhoon 
information

Boundary (Si·Gun·Gu)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Past typhoon route Japan Meteorological Agency

Past typhoon damage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Portal

Areas at risk of 
isolation

Road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Bridg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Expected dangerous 
reservoirs

Building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Portal
Reservoir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DEM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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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속도를향상시키기위해시군구단위로가공하여사

용하였다. 또한일본기상청(http://www.jma.go.jp/jma/

index.html)에서제공하는과거태풍경로는정확한좌표

가 제공되는 2001년부터 2020년의 태풍경로와 속성정

보를 Shapefile 포맷으로변환하여구축하였다. 과거태

풍별피해액은재난안전포털에서조회할수있으며단

일텍스트파일로의통합과정을거쳐데이터를구축하

였다.

3. 웹 기반 풍수해 분석 모듈 및

표출 도구 개발

1) 풍수해 분석 모듈

웹페이지형태로정보를표출하기위해서는공간분

석 과정과 결과물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분석

모듈별입력자료, 사용된라이브러리와의사코드를서

술하였다. 또한재난피해가발생하기이전대비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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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nalysis module Data Source

Disaster 
response/early 
recovery phase

Expected 
inundation area

Building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Portal
DEM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Estimated damage 
analysis

Building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Portal
Population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Registered cars (Eup·Myeon·Dong)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Boundary (Censu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Boundary (Eup·Myeon·Dong)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Land-use/land-cover map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Evacuation analysis
Road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helter Land and Geospatial Informatrix Corporation
Building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Portal

Table 3.  Areas at risk of isolation analysis module (pseu
docode)

#package shapefile, pandas, geopandas, numpy, networkx,
folium, json, tqdm, Proj, transform, Geod, itemgetter, 
groupby

#input data
Input : road ← Roads, bridge ← Bridges

#output data
Output : isolatedArea

#create network from road
network = road.network(except(bridge)) ← Network that

removed nodes in the bridge position.
buffer = road.buffer(1km)
safePoint = intersect(buffer, network) ← Searching the 

intersection of the buffer and the road

FOR EACH edge IN network DO
IF safePoint.touches (next edge)

delete edge
ELSE

append edge to isolatedArea
END FOR

Table 2.  Past typhoon information analysis module (pseu
docode)

#package tqdm, geopandas, pandas, folium, json

#input data
Input : currentTyphoon ← Current typhoon route, 

sgg ← Boundary(sigungu), pastLine ← Past typhoon 
routes, pastDamage ← Past typhoon damage

#output data
Output : similarTyphoon ← Similar typhoon route(Top 3)

damageInfo ← Similar past typhoon damage(Top 3)

#extracting similar typhoon paths
bufferTyphoon = currentTyphoon.buffer() ← Buffer settings
clipTyphoon = clip(bufferTyphoon, pastLine)
FOR EACH pastLine IN clipTyphoon DO

pastLine.length ← Calculate the overlapping lengths
END FOR
similarTyphoon = sort(pastLine.length)

#appending past damage data
attribute = 피해액, 이재민수, 건물피해, 선박피해, 농경지피해액,

공공시설피해액, 사육시설피해액
FOR EACH similarTyphoon IN pastDamage DO

append pastDamage.attribute to similarTyphoon
E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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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듈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

응또는복구초기단계에활용할수있는모듈로구분하

였다.

현재 북상중인 태풍경로와 유사한 과거태풍경로를

검색하여 과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 정보를 표출하는

과거태풍피해 분석모듈의 의사코드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위성영상, 기상청 등에서 북상 중인 태풍 경로를

취득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용자 지정 범위로 현재 태

풍 경로의 버퍼 폴리곤을 생성한다. 그다음 버퍼 폴리

곤과과거태풍경로의중첩길이를산출하여길이가긴

상위 3개 경로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시군구 과거피

해정보를속성값으로입력한다. 결과지도를통해현재

태풍과유사한과거태풍경로와재난연보자료를바탕

으로구축된당시의피해액을시군구단위로확인할수

있다.

Table 3은예상고립위험지추출도구의의사코드이

다. 교량이 붕괴되어 외부로 진출할 수 없을 경우 고립

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추출하는 기능이다. 먼저 도로

데이터로네트워크를만든다음교량이위치한지점을

단절점으로 처리하여 네트워크에서 제외시킨다. 다음

교량주변버퍼와도로가중첩되는지점을추출한다. 이

지점은 외부 도로와 연결이 되는 안전지점(node)에 해

당한다. 이후안전지점으로부터연결된도로(edge)를계

속해서제거해나가며이와연결되지않은고립도로를

추출한다. 행정안전부에서지정한전국 37개소고립위

험지역(MOIS, 2021)을살펴본결과, 모든고립위험지역

은교량으로부터반경 1 km내에포함되어있는것을확

인하였다. 이를기준으로교량주변버퍼는 1 km로설정

하였으며사용자임의설정이가능하도록구현할수도

있다.

Table 4는예상위험저수지모듈의사코드이다. 저수

지 인근에 건물이 있고, 저수지 고도보다 건물의 고도

가낮다면붕괴시침수의위험이존재하기때문에재난

발생이전에위험지역인지가필요하다(Kim et al., 2021).

먼저전국의저수지로부터저수지인근에건물이위치

해있을경우건물과저수지에DEM으로부터고도값을

입력한다. 그다음건물의고도와저수지의고도를비교

하여저수지보다낮은곳에위치한건물을추출한다. 추

출된 저수지는 붕괴 시 건물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

저수지로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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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cted dangerous reservoirs (pseudocode)

#package geopandas, pandas, matplotlib, numpy, elevation,
rasterio, rasterstats, descartes, folium, json

#input data
Input : reservoir ← Reservoirs, building ← Buildings, 

DEM ← DEM

#output data
Output : result_reservoir ← Reservoir at a higher elevation

than nearby buildings
result_building ← Buildings at a higher elevation

than nearby reservoir

#calculating building height
nearBuilding = building.buffer() ← Buffer settings
FOR EACH nearBuilding, reservoir IN DEM DO

nearBuilding.altitude ← Insert elevation value
from DEM

reservoir.altitude ← Insert elevation value from
DEM

END FOR

#result reservoir and building
IF reservoir.altitude > nearBuilding.altitude THEN

append reservoir to result_reservoir
append nearBuilding to result_building

END IF

Table 5.  Expected inundation area (pseudocode)

#package rasterio, geopandas, pandas, matplotlib, numpy,
elevation

#input data
Input : sinkInfo ← Flood depth·coordinates, DEM ← DEM

#output data
Output : sinkArea ← Damaged area based on the current

flood level
sinkArea_n ← Damaged area when the water level

rises by n meters

#input data settings
location = sinkInfo.getLocation ( ) ← Extract the coordinates at

the point of damage
depth = sinkInfo.getDepth ( ) ← Extract the flood level at the

point of damage

#calculate damaged area from DEM
currentDepth = DEM(location) + depth
nCurrentDepth = currentDepth + n ← User-set flooding level

increase

sinkArea = DEM(currentDepth).toPolygon
sinkArea = DEM(nCurrentDepth).toPoly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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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지역이발생한시점부터는대응및복구의초기

단계이며, 이때활용가능한분석모듈은예상침수범위

추출, 예상피해분석, 대피분석모듈이다. 먼저특정지점

의침수위를기준으로예상침수지역범위를추출할수

있는 예상침수범위추출 모듈의 의사코드는 Table 5와

같다. CCTV, 현장관측등을통해특정지점의침수위정

보가있다고가정했을때, 지속적인호우로인한침수위

증가시예상되는침수지역을추출할수있다. DEM 자

료의파이썬내처리속도를고려하여침수지점의위치

를중심으로사용자가반경을설정하여피해범위를추

출할수있도록하였다. 현재침수위기준의범위와이후

지속적인강우로침수위가상승했을경우예상침수범

위를구분하여추출할수있다. 또한예상침수범위는예

상피해분석과대피분석의입력자료로활용되게된다.

Table 6은 예상피해분석 모듈의 의사코드이다. 다른

센서로부터 침수범위를 전달받거나 예상침수범위 모

듈의결과등을통해면사상의피해범위를입력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범위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 인구, 자동차수, 농지정보를추정할수있다. 피해

인구수와 차량대수 추정치는 객체기반법을 사용하여

전체인구수와차량대수를개별건물의면적비로산출

하여할당하였다(Na and Choi, 2019). 침수된농지정보

는토지이용도의분류코드를이용하여그용도를구분

하여추출하였다. 예상피해분석결과중건물별추정인

구수는대피경로모듈의입력자료로사용된다.

마지막대피분석모듈의의사코드는 Table 7과같다.

앞서예상피해분석모듈의결과를통해추정된개별건

물인구수를입력자료로사용하여주변대피소로의최

단경로를도출하였다. 최단경로도출을하기위하여연

산속도와저장공간확보에장점이있는A*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Lee and Choi, 2021; Liu and Gong, 2011). 분

석결과를 통해 건물별로 대피소까지의 대피경로와 대

피소수용인원을고려한대피소할당인원수를함께확

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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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stimated damage analysis module (pseudocode)

#package geopandas, pandas, pyproj, matplotlib, numpy,
folium, json

#input data
Input : damagedArea ← Damaged area, building ← Buildings, 

pop ← Population (Census), car ← Registered cars, 
lulc ← Land-use/land-cover map

#output data
Output : result_building ← Attributes that expected buildings

and damage
building_pop ← Estimated population of building units
building_car ← Estimated number of cars per building
extracted_lulc ← LU/LC in agricultural areas

#clipping buildings
clippedBuilding = clip (Building, damagedArea)

#calculate attributes (population, car)
FOR EACH building DO

building_pop = (building.area / sum 
(building.area)) * pop

append building_pop to result_building
building_car = (building.area / sum 

(building.area)) * car
append building_car to result_building

END FOR

#extract agricultural land in LULC map
IF lulc.type = ‘농업지역’ THEN

append lulc to extracted_lulc
END IF

Table 7.  Evacuation analysis module (pseudocode)

#package networkx, pandas, geopandas, json, numpy

#Input data
Input : building ← Buildings, shelter ← Shelters, 

network ← Road networks

#Output data
Output : routes ← Evacuation route each building

shelter_pop ← The number of people assigned 
to each shelter.

#calculate network geometry
FOR EACH edge IN network DO

edge.length = distance(edge[a], edge[b]) ←
Distance between road nodes

END FOR

#shortest route extraction and allocation
FOR EACH building IN buildings DO

FOR EACH shelter IN shelters DO
route ← A* algorithm route
append route to routes
append pop to shelter_pop
END FOR

E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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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술한 6가지의 분석모듈 결과는 데이터 성격

에 따라 Shapefile 포맷의 공간데이터 또는 CSV 형태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모든 분

석결과는웹페이지형태로표출될수있다.

2) 웹 지도 생성

분석결과를웹형태로표출하기위해서는분석결과

를 GeoJSON 포맷으로변환하고 HTML 옵션을설정해

야 한다. Fig. 2는 웹 지도를 생성하는 과정과 시각화를

설정한 개념도이다. 모듈의 분석결과는 공간데이터의

경우GDF (GeoDataFrame) 형태로분석·가공이되며속

성데이터의경우DF(DataFrame) 형태로처리된다. 이를

HTML형태로표출하기위해서는GeoJSON (Geospatial

data JavaScript Object Notation) 포맷으로변환해야한다.

Table 8은 웹지도 시각화를 위한 기본도, 조회메뉴,

객체스타일, 팝업 윈도우 설정 예시코드이다. 공간객

체 정보를 담고 있는 GDF 파일은 예시코드와 같이

GeoJSON으로 변환이 가능하며 불러올 수 있다 .

GeoJSON을시각화하기위해 Folium 라이브러리를사

용하였다. 이는리플렛(Leaflet) 자바스크립트기반으로

처리속도에 장점이 있어 지도시각화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Pohanka et al., 2016). GeoJSON파일을지도에표출

하기위해서는기본도(Basemap)의중앙좌표, 지도레벨

등을 설정해야하며 Folium 라이브러리의 기본도는 오

픈스트리트맵(https://www.openstreetmap.org/)이다.

분석결과는다중레이어로표출될수있기때문에분

석지역에따라선택적조회옵션을설정해야한다. Table

8의 ‘#Create a layer group’코드에제시된예시는분석지

역을서울시로가정하여레이어그룹을생성하고, 건물

레이어와대피경로레이어를포함시킨사례이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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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xample code of web map settings

#Convert GeoJSON and load
GDF.to_file(‘FileName.json’, driver = ‘GeoJSON’)
GeoJSON = json.load(open(‘FileName.json’))

#Basemap center coordinates settings
Center = list(reversed(list(GDF[‘geometry’].centroid[0].coords[0])))

#Basemap settings
baseMap = folium.Map(location = center, tiles=None, overlay=False, zoom_start=n)

#Create a layer group
group = foliuim.FeatureGroup(name=‘seoul’, overlay = False).add_to(baseMap)

#Create an in-group layer view option
building = plugins.FeatureGroupSubGroup(group, name=‘building Layer’, show = False).add_to(baseMap)
population = plugins.FeatureGroupSubGroup(group, name=‘evacuation Layer’, show = False).add_to(baseMap)

#Set and apply object style
style1={‘color’:‘black’, ‘fillColor’:‘#B22222, ‘weight’:0.5, ‘fillOpacity’:1.0}
style2={‘color’:‘red’, ‘weight’:1, ‘opacity’:0.5}
area = folium.GeoJson(building, style_function=style1, show = False).add_to(baseMap)

#Create a marker
marker = folium.Marker(location = [lat, lon], popup=’marker’, icon=g.Icon(color=”red”)).add_to(baseMap)

#Pop-up window settings
popup = (‘<div style=“font-size: 15pt”>’ + “예상인명피해: {pop}명<br>” “예상피해건물용도: {bldUse}<br>”, 
“예상피해차량: {rccar}대<br>” +’</div>’).format(pop=feature[‘properties’][‘POP’], bldUse=feature [‘properties’][‘건물용도’], 
car=feature[‘properties’][‘차량수’])

Fig. 2.  Concept of web map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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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와대피경로레이어는체크박스를통해켜고끌

수 있다. 레이어 내 객체 스타일 설정 코드(Table 8의

‘#Set and apply object style’코드)를살펴보면점·선·면의

색상, 두께, 투명도등을설정할수있으며여러스타일

을 설정하여 객체별로 적용시킬 수 있다. 붕괴된 교량,

중요시설 등 강조를 위해 마커(Marker)가 필요한 경우

Table 8의 ‘#Create a marker’코드와같이설정할수있다.

지도에서객체들의속성정보를표출하기위해팝업윈

도우를사용하였다. Table 8의 ‘#Pop-up window settings’

코드에서는면사상건물의예상피해인구, 건물용도, 차

량수정보를표출하기위해팝업윈도우를사용하였다.

반복문을 통해 개별건물에 설정하면 지도에서 객체를

선택할시팝업정보가표출된다.

웹지도구성화면은 Fig. 3과같다. Fig. 3(a)는분석모

듈별로조회할수있는메뉴이며, Fig. 3(b) 분석버튼을

클릭할시분석이시작되며명령프롬프트창을통해분

석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이 종료된 후 지도 버튼

을클릭하면 Fig. 3(c)창에결과지도가표출된다.

4. 적용 사례

파이썬 분석 모듈 작동과 웹 형태 표출 결과 확인을

위해 2019년태풍미탁의피해를입은울진군을사례지

역으로선정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Fig. 4(a)는태풍미

탁과 경로가 유사한 태풍의 검색 결과로 1순위는 태풍

나리(2007년 11호), 2순위 태풍 베티(1966년 17호), 3순

위 태풍 카르멘(1978년 11호)로 나타났다. 레이어 조회

를통해당시시군구별피해정보를확인할수있다. Fig.

4(a)에서 태풍 나리로 인한 경주시의 피해정보로 총 피

해액, 이재민 수, 건물, 농경지 등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다.

울진군에서분석된예상고립위험지는 Fig. 4(b)와같

이죽변면, 근남면, 후포면일대에서탐지되었으며확대

한 도면은 근남면 일대 3곳의 고립위험지를 보여준다.

단일교량으로연결되어있어교량이붕괴될경우우회

로가없어고립될위험이존재하는지역이다. 탐지된세

곳은모두행정안전부지정고립위험지에포함되어있

지않아대피전략수립및복구계획수립에추가하여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Fig. 4(c)는 예상 위험저수지를 추

출한 결과이다. 건물 탐지를 위한 저수지 버퍼 반경은

최근붕괴되어피해가발생한이천시산양저수지의피

해범위를 참고하여 650 m로 설정하였다. 저수지 주변

에 건물이 위치해 있고, 건물의 고도가 저수지보다 낮

은저수지는총 6개로덕구저수지, 기양저수지, 음실저

수지, 오곡저수지, 온정저수지, 삼율저수지로 확인되

었다. 개별저수지를확대하면저수지와예상위험건물

의위치를확인할수있다. Fig. 4(d)는실제침수가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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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eb map main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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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천북쪽읍내리결과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침

수흔적정보(https://www.data.go.kr/data/15048628/file

Data.do)를참고하여당시의최고침수위인 50 cm를입

력자료로사용하였다. 예상침수범위뿐만아니라현재

침수위기준 +10 cm, +50 cm 범위도함께볼수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예상 침수범위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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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alysis module results (Uljin-gun hit by Typhoon MI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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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분석 모듈과 대피분석 모듈의 입력자료로 사용된

다. Fig. 4-(e)는 앞서 추출된 예상 침수범위를 입력자료

로사용한예상피해분석결과이다. 피해범위와건물별

예상 피해정보를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지역 내 추정된 인구는 2,032명, 차량은 1,141대로 나타

났으며 범위에 속해있는 건물은 355채이다. 범위 내에

서 볼 수 있듯이 개별건물의 인구수와 건물구조 등 상

세정보도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논의 일

부가침수될수있음을확인할수있다. Fig. 4-(f)는예상

피해분석으로부터 추정된 피해지역 내 인구수를 입력

자료로사용하여대피분석을실시한결과이다. 총 2,032

명의예상이재민에대한대피경로와대피소별할당인

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지역의 분석 결과로 울

진읍사무소에 234명의이재민이할당되었으며건물단

위로대피경로를제공한다.

5. 결론

풍수해는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과 달리 발생을 사

전에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대비가 더욱 중요

한 재난이다. 특히 재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

해영상정보, 공간정보등을활용한재난단계별의사결

정지원체계가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풍수해

저감을위한의사결정지원에활용할수있는재난피해

분석모듈을개발하였다. 북상중인태풍에대비하기위

해 유사한 경로의 과거태풍과 그 피해정보 확인 기능,

교량붕괴 시 고립 가능지역 추출 기능, 저수지 붕괴 시

피해 예상지역 추출 기능, 예상침수범위분석 기능, 침

수예상피해분석기능, 대피경로와인구할당정보를제

공하는대피분석기능을모듈로개발하였다. 모든분석

기능은 파이썬 기반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여 개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자바 스크립트 기반의

HTML로자동으로생성하는모듈로개발하여웹페이

지를통해즉시표출되도록하였다.

본연구에서개발한분석모듈은북상중인태풍경로,

침수심등이입력자료로요구된다. 태풍예상경로에대

해서는 위성영상으로부터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는 다

양한방법이개발되고있다(Jang et al., 2019; Duong et al.,

2021; Kim and Yoon, 2014; Dvorak, 1984;). 또한 기상청

에서 Open API로제공하는태풍예상경로도사용할수

있다. 침수심에 대해서는 UAV, CCTV 장비의 보급과

분석기술의 발달로 영상으로부터 침수 깊이를 추정

(Cao et al., 2021; Lee et al., 2014)하거나 침수범위를 추출

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Kim et al., 2019; Park et al.,

2019; Notti et al., 2018; Perrou et al., 2018; Brivio et al., 2002).

이와 같이 다양한 영상정보로부터 피해범위를 추출하

는기법들이개발되어연동된다면본연구의피해분석

모듈이보다효과적으로재난대응을위한의사결정지

원에활용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의의가있다. 첫째, 모든분석

기능과 표출 기능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웹기반의모듈로개발하였기때문에어떤웹기반상황

판에서도쉽게구현할수있어활용성이높다. 앞에서제

시한기관별입력데이터를추가가공없이그대로사용

하여분석이가능한것도활용성을높여주는장점이다.

둘째, 몇몇 모듈들은 풍수해 이외의 다른 재난에 적용

이 가능하다. 산불,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범

위가확인된다면, 예상피해분석과대피분석모듈을그

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

원할 수 있게 된다. 예상 고립위험지 분석 모듈은 산불

등의재난으로인해교량이용이나차량통행이불가능

할경우에적용하여우회로를찾도록확장할수있을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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