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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로 강한 태풍의 발생은 물

론 게릴라성 집중호우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 대도시 지

역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고, 특히 2014년 

8월에는 부산지역에서 기록적인 게릴라성 호우가 발

생하여 저지대 침수 피해는 물론 일부 도로가 침수되

어 차량은 물론 어린이 또는 노약자의 보행에도 위험

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로중심의 침수로 인한 재난 예방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 침수 영역의 탐색을 

위한 실시간 재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

보들은 물론 토목 및 수문학 관점의 오프라인 정보들 

그리고 IT기반의 실시간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수집

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빅(Big) 데이터 기반의 분석 시

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빅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사회에서 인터넷

에 연결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의 보편화로 인해 

네트워크상에 퍼져있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처리해 

오던 데이터의 양을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정보 처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데

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의 

경우 하루 발생 데이터가 7테라 바이트에 이르며,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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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북 또한 10테라 바이트에 접근한[1]. SNS 데이

터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하여 최근의 기법들을 적용할 경우 분석 결과를 

바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되는 데이터 유형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처리가 가능한 

정형적인 데이터 외에 텍스트, 비디오 등과 같은 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가 90% 이상 존재하면서 

처리의 어려움이 있다[2]. 특히 뉴스, 블로그, SNS

등과 같은 서비스에서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는 정해

진 형식이 없고 불특정 다수가 작성한 텍스트, 오디

오 및 비디오 미디어가 포함되어 있고, 텍스트 데이

터 영역에서도 축약, 은어 및 비어, 오탈자를 포함하

는 구어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빅데이터 상에

서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 내는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

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플랫폼 상에서 처

리하기에는 속도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산 처리 

플랫폼에서의 원활한 병렬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Fig. 1은 도로 중심의 침수 영역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 여부를 검색하여 사용자 및 정부기관의 관리자

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개요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우 발생 

시 침수 도로를 검색하기 위해 도로 침수 분석 및 

추출이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빅 데이터 

분산 처리 플랫폼 환경에서 재난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들에게 침수 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도로침수 분석 및 추출이 가

능한 데이터의 적용은 다양한 정보들이 이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 데이터로 소셜 미디어 

데이터, 기상 상태 데이터 그리고 도로링크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관련연구

2.1 빅데이터의 분산 처리 환경

빅데이터는 V3라는 용량(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2가지 요소가 충족된다면 빅데이터로 볼 수 있다[3].

단순히 정보가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성에

서 활용까지의 빠른 속도와 데이터 내용의 형태성에

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데이터 유형에는 정형, 반정

형 그리고 비정형의 데이터 형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비정형 데이터에는 SNS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또는 미디어 파일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SNS 등의 빅 데이터는 수십 테라, 페타, 제타 바이트

에 달하는 용량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급격하게 증가

하는 데이터들은 기존 대용량 서버시스템에 저장할 

경우 데이터의 장애를 포함한 손실의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서 아파치하둡과 같은 

분산 컴퓨팅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다. 아파치 하둡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

하고 있으며, 분산 처리 파일 시스템인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와 태스크를 조작할 수 있

는 맵리듀스(MapReduce)를 구현한 자바 기반의 플

랫폼이다[4].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가 보유하

고 있는 재해 정보에 대해 연구자들과 관련 기관들에

게 공유하도록 정부3.0 슬로건을 지원하고 있다. 이

러한 정부3.0 정책은 본 연구의 다양한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여 분산 처리와 같은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

하게 되었다[5].

2.2 기존의 도로 침수 탐색 기법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든 게릴라성 집중 호우든 도

로 침수는 도로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침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도로는 50년 빈도 이상의 집중 
Fig. 1. Big Data Analysis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based Road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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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도 상하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는 집중호우에 의한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많은 수량이 이동하면서 나뭇잎, 흙 등 하

수처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들이 존재한다. 이러

한 원인들은 대부분 담당 지차체들이 매년 집중호우

에 대비한 도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상존한다. 따라서 대도시 주변의 

도로의 침수는 완전히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람들과 차량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김은미 등[6]은 도로 침수 탐색을 위해 실제 기상 

상태를 활용하여 재난 지역을 추출하는 실시간 도로 

침수위험지수 산정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게릴라성 

호우 등에 의한 도로 침수 구역을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실시간적 강수량을 이용한 강우 

시점의 도로에 대한 침수위험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도로별 침수 이력, 도로별 침수위험강우량 지수, 실

시간 누적강우량 지수, 도로별 설계 확률 빈도 강우

량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 침수위험지수를 산

정하였다. 침수 지역의 지형적 특성 반영을 위해 각 

도로의 평균고도를 계산하였고 도로 침수가 발생했

던 시점의 강수량을 수집하여 기준 값을 설정하였다.

또한 과거의 침수로 인해 교통이 통제된 도로와 날짜

를 추출하고 침수흔적도를 수집하여 침수 지역에 포

함되어 있는 도로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강수량이 발생하면 도로가 침수되는 기

준 값과 비교하여 도로 침수 영역을 추출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도로에 대한 침수 위험 강

수량을 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ed Weather Sys-

tem, Automatic Weather Station : AWS)에서 측정

한 값에 대해 역거리 가중치 기법으로 부산시를 대상

으로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도로 침수 영역을 

계산하였다[7,8].

서태웅 등[9]은 빅데이터 분야인 소셜 네트워크 분

석으로 트윗에 제보되는 재해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재해를 분류하고 키워드를 선정한 후, 사회적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트위터 유력자의 리트윗 

횟수를 통해 실시간 재해정보 취득을 위해 트위터 

리스트 기능을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

해 재해 정보와 관련된 리트윗을 카운트하고 중요도

를 평가하여 침수 지역에 대한 추출 매시업을 설계하

고 구현하였다. 여러 SNS 중에서 트위터만을 사용하

여 연구했음에도 수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SNS

기반의 침수 지역 추출에 대한 매시업의 정보도 실시

간 도로 침수 영역을 연구하는데 기반 데이터로 활용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도로 침수 영역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집중호우에 의한 실시간

성 도로 침수 영역의 탐색은 도로 침수와 관련된 과

거의 정보는 물론 도로 영역의 실시간 상황 정보를 

최대한 빨리 수집하여 각 도로 영역의 침수상황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로 침수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 후, 분산 처리 플랫폼 환경에

서 도로 침수 영역을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따

라서 도로 침수 영역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

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SNS

데이터, 기상 상태 데이터 그리고 도로링크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집과 분석을 진행한다. 기존의 연구들[6,

7]는 실시간 강우량과 과거 침수가 발생했던 도로의 

이력을 활용하여 수식을 통해 침수 도로를 예측하고 

있으나, 도로의 정보를 처리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동

시다발적으로 계산이 발생할 때 속도 측면에서 효율

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9]는 SNS를 통한 침수 지역 

추출에 관련된 연구에도 수만 명의 사용자들이 제각

기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석된 결과

를 얻기까지 실시간적으로 처리되기에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를 포함하고 뉴스 및 

블로그의 미디어까지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

와 각 지역의 강우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상 상태 

데이터, 그리고 도로의 노드 및 고도 등의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도로링크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산 처

리하여 실시간으로 도로 침수 영역을 탐색할 수 있도

록 제안한다. Fig. 2는 소셜 미디어, 기상 상태, 도로 

링크 데이터의 수집 내용과 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하는 과정을 설계도로 나타낸 그림이다. 쇼

설 미디어 데이터 수집은 다시 텍스트, 이미지, 그리

고 GPS 값 등을 추출하여 침수된 도로 영역과 관련

된 정보들로 수집 및 분석되며, 기상 데이터도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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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예측정보들을 수집하여 도로침수 영역에 활

용되도록 저장된다. 그리고 도로링크 데이터는 실시

간 정보는 아니지만 도로 침수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도로의 고도정보, 도로의 링크 정보들이 저장되어 분

산처리 플랫폼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집 및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3.1 도로침수 정보 수집을 위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

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업데이트 되

는 소셜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며 데이터가 중

복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도로침수와 관련된 1차 데이터 수집을 위해 

태풍 및 집중호우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연관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SNS를 검색하여 추출된 결과만을 수집한다. 따라서 

Fig. 3은 본 연구와 관련된 자연재해 중심의 키워드

들을 분류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 

키워드에서 도로 침수와 관련된 정보들을 추출하게 

된다.

2차 수집은 자연재해 키워드 외에 사람들이 언급

하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관리자가 미리 데이터베

이스에 재해 키워드로 설정해 놓음으로서 기존의 재

해 키워드만으로 수집하지 못 한 소셜 미디어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1차 및 2차 수집 방법을 통해 

수집된 결과에서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텍스트, 이

미지 그리고 GPS가 된다.

GPS 데이터는 글을 게시한 사람이 재해 위치를 

알리고자 GPS 정보를 적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

나 실제 도로 침수 영역의 위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게시된 텍스트 영역을 참고하여 텍스트 상에서 

분석된 재해 위치와 GPS 영역의 위치가 유사할 경우

만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지 컨텐츠

Fig 2. The Data Collection Process of Flooded Roads.

Fig. 3. Keyword of the Natural Disasters related Road Flo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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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EXiF(EXchangable Image File format)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사진일 경우 GPSInfo

태그가 존재하고, 하위 단계에 GPSImgDirectionRef

와 GPSImgDirection 태그 값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를 활용한다. GPSImgDirectionRef 태그는 피사체

의 방향 부호를 그리고 GPSImgDirection 태그는 피

사체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디지털 사진이 촬영되었

을 때의 방향과 각도를 계산하여 위치를 추출하고 

근접 도로의 침수가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10].

마지막으로 텍스트 데이터 분석은 기존 소셜 미디

어 분석 기법 또는 사회 분야에서 이슈 탐색을 위해 

개발한 OpenAPI를 활용해서 침수 도로를 탐색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OpenAPI는 Saltlux 사

에서 개발한 O2 Service OpenAPI의 주제어 분석 

API를 활용한다. 이는 주어진 질의어에 대해 연관 

주제어들을 추출하고 단어를 의미단위로 분리하여 

단어의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에 

대한 순위를 판별한다. 과거 침수가 일어났던 기간의 

SNS, 뉴스, 블로그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주

제어 분석 API로 분석하여 사람들이 많이 언급한 순

서대로 추출된 단어에 대한 순위를 살펴보고, 시스템

은 재해 키워드로 분류 가능한 단어들을 재해 키워드 

테이블에 추가한다. 출현 빈도 순위의 단어들을 주소

화 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하여 좌표로 변환하는 지오

코딩을 수행하여 도로 침수 영역을 탐색하고 도로의 

위험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3.2 강수량 정보를 위한 기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도로 침수에 대한 전체 도로를 분

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도로

별로 과거에 침수되었던 도로를 중심으로 현재 실시

간 강수량 정보와 과거 침수되었던 시기의 강수량 

정보를 활용한다. 과거 침수되었던 도로의 정보는 기

상청 및 기사를 통해 수집한 지역, 도로 침수 영역,

일시 그리고 강수량 등이 과거 침수이력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수집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

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의 강수량을 모두 합산한 후 평균을 

내는 과정을 통해 도로의 침수가 발생하는 강수량의 

임계치를 설정한 수,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15분 강수

량이 도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임계치 값 

이상이 되었을 때 도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로서 위험도를 높이는 데이터로 활용된다.

기상 상태 데이터는 실시간 기상 측정 및 연산,

저장, 표출 등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데이

터로써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AWS 데이터를 활용한

다[8]. 강수량은 15분 강수량, 60분 강수량, 6시간 강

수량, 12시간 강수량 그리고 일일 강수량 정보가 활

용될 수 있고, 이 외에 풍속, 지역 코드 등의 정보가 

수집된다. 본 연구에서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와 같은 재해 상황

을 판단하기 위해 가장 최신의 강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15분 강수량의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

며, 15분 강수량을 AWS 지역별로 데이터를 수집하

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비가 오

지 않는 날씨는 강우량 정보를 수집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30분 간격으로 강우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직전 수집한 강우 데이터와 현재 수집한 강우 데이터

를 비교하여 강수량의 차이가 생기는 순간을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판단하여 15분 강수량을 

AWS 지역별로 수집하게 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 김은미 등[6,7]이 연구한 기법과 유사하게 역거리 

가중치 기법을 적용하여 확률 강수량 예측 모델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된 예측 강수량은 도로가 

침수되었던 과거 이력 정보에서 추출한 강수량 기준

치와 비교하여 기준치 이상일 때 본 연구에서도 도로 

침수 영역으로 분석되도록 하였다.

3.3 도로링크 데이터

다음은 침수도로의 영역을 검색하기 위한 도로링

크 데이터의 수집방법이다. 도로 침수영역을 표출하

기 위해 기존의 지도 위에 도로링크 데이터를 포함하

여 도로 침수 영역의 라인과 영역을 표시할 수 있도

록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로링크 데이

터는 도로의 고도, 도로와 도로들로 나누어지는 영역

의 노드 그리고 도로 라인뿐만 아니라 도로의 이동 

방향 등과 같은 도로의 기본 적인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들이 수집되게 된다. 이러한 도로 데이터

는 방대한 양의 정보이기는 하지만 정적인 데이터이

기 때문에 한 번의 정보 수집과 분석 방법에 대한 

기법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도로링크 데이터 자체는 실시간성을 가지고 있지 않

으나 침수 영역에 대한 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

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서버 플랫폼 보다는 



93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8권 제8호(2015. 8)

분산처리 시스템 환경에서 링크 도로의 영역을 실시

간으로 지도에 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도

로링크 데이터는 상대적인 저지대의 도로 링크들을 

검색하기 위해 도로의 각 고도의 값을 비교 계산하여 

고도 값의 차가 음수 값이 나오는 도로를 주변의 고

도보다 낮은 지역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도로들 

중에서 절대 값이 큰 값일수록 도로링크 중에서 침수 

위험이 높은 도로로 판단하여 위험도를 상위에 오도

록 설계하고 있다. 또 다른 고려는 도로의 경사도를 

확인하여 경사가 급한 도로링크 일수록 침수 위험 

우선순위를 높여주도록 설계한다. 한 개의 도로링크

는 두 갈래로 나뉘는 길마다 노드로 구분되어 있고 

각 노드는 좌표 값을 가지면서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침수된 도로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대해 설정하는 조건을 주는 것도 침수된 도로 영역의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침수 도로로 위험도가 높게 

판단된 도로링크는 전체 링크가 침수되었다고 가정

하고, 수집된 정보들을 누적하여 계산하면서 위험도

가 높게 되면 침수된 도로링크로 판단하는 기준에 

도달한다면 침수된 도로 좌표 값을 총 계산하여 도로 

링크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한다[6,7].

4.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도로 침수 영역 탐색 

시스템 개발

4.1 빅데이터 분산 처리 플랫폼 설계

도로 침수 영역을 탐색하기 위한 빅데이터로서 소

셜 미디어 데이터, 기상 상태 데이터 그리고 도로 링

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과정을 3절에서 설명

하였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분산처

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하둡이라는 플랫폼을 사

용한다. 아파치 하둡은 분산 파일 시스템인 HDFS

플랫폼이 기본이며 데이터 파일을 HDFS 블록 단위

(기본 64MB)로 각 노드에 분산하여 맵리듀스 태스

크를 할당 처리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맵 태스크에서 

할당하는 스케줄링, 합병 기능은 아파치 하둡에서 자

동으로 처리된다[2,3,11]. 이러한 분산 처리 플랫폼에

서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다시 세 가지 영역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고, 기상 상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AWS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실제 도로 링크 

데이터에 부합하는 도로 침수 영역에 대한 결과를 

표출하게 된다.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Fig. 2에서 설명한 것과 같

이 텍스트 영역, 이미지 영역, GPS 영역으로 구분한

다. GPS 영역의 처리를 먼저 처리하여 침수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음으로 이미지 영역의 EXiF 태

그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피사체가 찍힌 각도와 방향

을 고려한 위치를 분석하게 된다. 그리고 텍스트 영

역의 쇼셜 분석을 통해 침수 위치를 탐색하게 한다.

기상상태 데이터는 15분 강우량을 중심으로 데이터

를 수집하고 과거에 침수한 이력과 비교하여 도로 

침수가 일어났던 강우량보다 초과하였을 경우 도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로 침수가 발생 

가능한 영역으로 가중치를 두도록 하였다. 이는 기본

적으로 과거에 도로침수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지

자체 등은 하수도 확장 등 적어도 침수가 발생했던 

강우량으로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과거 정도의 강수량이 발생할 경우 

확률빈도로 해당 도로 영역의 침수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도로 링

크 데이터에는 과거에 침수가 된 도로의 정보를 포함

하고 있으므로 과거 호우 시에 침수가 발생했던 도로

는 침수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도로에 대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상습 침수 도로로 분석된 도로는 강

한 호우 시 집중 모니터링이 계속 되어야 하며 침수 

도로로 확인되는 도로는 도로링크 데이터에서 위치

가 확인되어 도로링크 부분이 표시된다.

4.2 도로침수 영역 탐색 시스템 개발

본 절은 앞에서 설계한 다양한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법에 대한 도로침수 영역  탐색 시스템의 개

발 내용을 설명한다. Table 1은 앞의 설계 기법을 기

반으로 아파치 하둡 기반의 분산처리 플랫폼을 구현

하기 위한 시스템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하둡은 오

픈소스로 제공되는 플랫폼으로써 우분투, 페도라, 센

트OS 등과 같은 여러 운영체제를 통해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14.04.1 LTS 64bit를 사용

하고 아파치 하둡 플랫폼은 안정화 문제 등을 이유로 

1.0.0의 초기 버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아파치 하둡

은 자바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맵리듀스 기능을 포함

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자바 코드를 구성하였고, 익

스포트 후 jar 파일을 아파치 하둡에서 컴파일하였다.

다음은 네트워크상에서 기상 상태 데이터를 데이

터베이스로 받아올 때는 PHP 서버와 자바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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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HTML을 활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획득

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하였다[12]. Fig

4는 기상청 페이지에서 AWS를 획득하는 과정을 나

타내고 있다. Fig. 4의 (a)는 AWS의 각 지역별 분/시

간별 강수량과 풍향, 풍속, 위치 정보 등이 수집되며,

(b)와 (c)는 이러한 데이터들의 정보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 위한 PHP 서버와 Mongo DB의 수행 코드

를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도로링크 데이터의 정형 데이터

를 처리하기 위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

고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NoSQL

(Not only SQL)인 MongoDB를 사용하였다. 소셜 미

디어 분석 중에서는 SNS에 대한 수집을 위해 트위터 

API를 활용하였고, SNS 이외의 뉴스나 블로그와 같

은 소셜 미디어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O2 Service

OpenAPI를 사용하여 주제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

시간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분석 결과는 도로 침수가 

의심되는 지역의 주제어에 대해 순위를 결정하는 프

로그램을 거쳐 우선순위가 높은 도로 침수 영역을 

탐색한다.

Fig. 5는 본 연구의 설계 기준에 따라 도로 침수영

역 탐색 시스템의 구현 예를 나타내고 있다. 구현된 

시스템의 분석 결과로 도로 침수 영역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지도에 표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글 맵 API의 구글 지도를 

활용하여 도로 링크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XML 형

태로 변환하여 자바스크립트로 분석하고, 일치하는 

도로 침수 영역을 탐색하여 표출하도록 구현하였다.

소셜 미디어 메뉴에서는 관리자 및 사용자가 실제로 

블로그나 뉴스, SNS에 올라오는 정보를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관리자가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간단

하게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용자는 데이터를 임의로 컨트롤 할 수 없고 데이터를 

읽을 수만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관리자 메뉴에서 

관리자로 로그인 할 경우에만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년도 또는 검색 기간을 선택하여 

과거와 현재의 도로 침수 영역을 탐색할 수 있고, 재

난 키워드를 선택함으로써 소셜 미디어에서 검색되

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재난 키워드를 선택하

지 않을 경우 모든 재난 키워드에 대한 검색이 실시

되어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도로 침수 영역 결

과는 표와 함께 지도로 도출되어 사용자가 서비스 

받기에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분석 결과에는 소

셜 미디어 검색 결과와 현재 강우 상태를 그래프 형

태로 나타내고 있다.

5. 결  론

최근의 주요 관심 분야는 재해 예방에 대한 연구

와 재해 예방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자연재해에서도 태풍이나 게릴라성 집중 호우에 

의한 도시 지역의 도로 침수 영역에 대한 탐색 기법

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두 단계의 과정으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첫

째는 도로 침수영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

로 SNS 데이터, 기상 상태 데이터, 도로링크 데이터

를 수집하여 도로침수 영역의 탐색 기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DSNS 데이터

의 경우는 다시 텍스트 영역, 이미지 영역, GPS 영역

으로 구분하여 향후 구현 시스템에서 도로 침수 영역

의 위치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두 번째는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둡이라는 

분산처리 플랫폼을 구현하여 사용자들에게 실시간 

도로 침수영역을 화면에 표출하도록 구현하였다. 구

현된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기준과 재난 키워드로 실제 

침수된 도로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과 분석 결

과에 따른 현재 강우 상태 등을 그래프 형태로 나타

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빅데이터 기반의 도로침수 영

역 탐색 시스템은 강수량을 중심으로 도로 침수 영역

Table 1. Environment of the System Implementation

Category Environment

OS &

Platform

∙ Ubuntu 14.04.1 LTS 64bit

∙ Hadoop 1.0.0

DataBase,

Server,

Language

∙ Oracle 11g, MongoDB

∙ PHP

∙ Javascript, HTML

API

∙ Twitter Open API

∙ O2 Service Open API

∙ Google Map API

Library &

Tool

∙ EXIF Library

∙ Eclipse Java EE 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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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색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강수량이 아닌 

인위적인 도로 붕괴 등의 원인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본 연구의 확장 기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제한적인 

도시와 도로 중심으로 연구된 결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확장된 정보수집과 결과를 표출하는 연

구가 필요하며, 실시간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

도 필요하다.

(a)

(b)

(c)

Fig. 4. Collection of the AWS Data. (a) Page of the AWS Data (b) Page of the AWS Data Source Code, (c) Code 

using PHP Server and Mongo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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