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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안도시는 태풍에 의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조석이나 해일뿐만 아니라 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이나 저지대 침수 등의 복합원인을 고려한 대응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재해

정보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해지도를 주목하고 재해지도 

작성을 위한 복합재해정보 콘텐츠를 정립하였다. 연안도시 맞춤형으로 설계한 복합재해정보 콘텐

츠 프레임은 크게 복합재해콘텐츠, 대피 및 시설콘텐츠, 학습콘텐츠로 구성된다. 제안한 연안도시 

복합 재해정보 콘텐츠는 국민안전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공

간정보 형태로 구축될 예정이다.

주요어 : 연안도시, 복합재해정보 콘텐츠, 재해지도, 지리정보시스템

ABSTRACT

Coastal cities need disaster planning that accounts for the complex causes of 

environmental disasters such as high tides or tsunamis generated by typhoons, and 

of river or lowland flooding caused by heavy rains, etc. The elements of the disaster 

map were initially defined using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to allow for 

efficient information management. Complex disaster information elements were thus 

established in this study to create a disaster map of coastal cities. The range of 

information required for coastal cities includes the type of disaster, evacuation 

methods, available sheltering facilities, and learning content. These informational 

elements are intended to build on spatial information based on data available from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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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평균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면의 온도도 상승

하면서 태풍의 강도가 커지고 있어 전 세계적

으로 자연재해에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간척과 매립을 통한 연안 지역

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침수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증

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Korea 

Maritime Institute, 2012). 세계적인 대도시

가 입지한 연안 지역에는 지금도 더 많은 사람

들이 모이고 있어 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에너지시설·항만·공항·도로 등과 같

이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 위치하기 때문에 미

래의 재해 위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Aerts et al., 2011).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

인 카트리나(2005년)와 샌디(2012년), 필리핀

에서 발생한 태풍 헤이얀(2013) 등은 수퍼급 

폭풍해일을 동반하여 연안도시에 큰 재앙을 발

생시켰다(Zanuttigh et al., 2014).

우리나라 연안에 위치한 주요 도시도 세계 

대부분의 연안 대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태풍 내습시 해상에서 발생하는 조석·해일 상

호작용뿐만 아니라 호우에 따른 하천범람 및 

도시 하수관거 역류 문제, 연안 저지대 문제 등

이 침수범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

어 부산의 경우 주요 산업과 공항, 항만,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주거, 생물서식지 등의 대

부분이 연안에 위치하므로 기후변화가 미칠 사

회․경제적 악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03년 태풍 매미의 내습 시, 부

산 연안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단 12시간 내 무

려 900억원에 달한다(Busan Development 

Institute, 2015).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밝힌 해수면상승과 폭풍의 강도 및 

빈도의 증가, 강우형태의 변화, 바다의 수온상승

과 산성화 진행 등과 같은 해양과 연안의 주요기

후 변화 현상으로 연안도시는 피해가 급증할 것

이다(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2010). 연안도시의 집중호우는 

내륙의 범람과 침수 위험을 야기 시키기도 하

지만 바닷물이 밀려드는 만조 시와 맞닿을 경

우에는 바다로의 배수가 차단되어 위험이 급증

한다. 여기에 해수면상승과 폭풍해일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도시지역별 복

합원인을 고려한 대응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Kim and Kim, 2016; Mun et al., 2010). 

연안도시 풍수해에 대한 방재 대책으로는 그 

피해를 영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구조적인 (hardware) 방법과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구조적인

(software)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방재 대책에 주로 의존했으나 최근 들어 구조적 

방법에 비해 시간, 비용, 환경적인 문제 등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비구조적인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연안재해

지도는 시설설비 등의 구조적인 대책과 지역 주

민들에게 침수정보와 대피정보를 제공하여 침수

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비구조적인 대책, 둘 다에 대한 검토지원의 역할

을 한다(Kim, 2010; Kim et al., 2015; Kwon 

et al., 2012; Lee et al., 2009; Seo, 2014).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서는 재해정보 관리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며, 재해지도를 재해예방

과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활용의 필요성 및 

인프라에 대한 인식은 현재까지도 부족한 상황

이다(Choi, 2011; Koo et al., 2012; Lim et 

al., 2015). 현재 재해지도는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2016)에서 고시

한「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이 

있으나, 표준모델의 부재와 작성 및 활용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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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작성 실적이 저

조하며 연안도시의 경우 복합적 피해원인 및 

유형에 따른 대비가 요구되므로 타 지방자치단

체에 비해 재해정보지도 제작이 복잡할 수 있

다(Mun et al., 2010; National Institute for 

Disaster Prevention,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도시 홍수 취약성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해정보지도의 

콘텐츠 정의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콘텐츠는 

폭풍해일 및 하천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시 공

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 요인과 지역

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적 요인에 대한 복합재

해정보 콘텐츠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

련 문헌과 법규·지침을 비롯한 다양한 재해지

도의 공간 및 속성 자료를 분석하여 재해지도 

작성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제작 과정 및 

방법을 파악하였고, 국내 사례로 지자체의 재해

지도 제작 및 관리 현황과 캐나다·미국 등의 

국외 재해지도 상의 콘텐츠를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안도시에 특화된 

복합재해정보 콘텐츠를 정의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지하공간 콘텐츠를 대상으로 구축전략을 제

안하였다. 

재해지도의 콘텐츠 특성 분석

1. 국내 사례

우리나라에서 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 침수예

상도, 재해정보지도를 통칭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

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

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

르면 침수흔적도는 태풍·호우·해일 등 풍수

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침수흔적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침수구역에 

대한 침수위, 침수심, 침수시간 등을 조사하여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등에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침수예상도는 과거의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 피해흔적과 지진해일, 극한강

우, 댐·저수지·제방의 붕괴 및 월류, 계획 홍

수위 등 수문학적 인자를 고려하여 장래 침수

예상지역 및 침수심 등을 예측하여 작성한 지

도로서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로 구

분한다. 마지막으로 재해정보지도는 침수흔적도

와 침수예상도를 기반으로 재해발생시 대피요

령,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도면에 표

시한 지도를 말하며 활용 목적에 따라 피난활

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로

분류한다. 

재해정보지도는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항

목 개발을 위해 재해정보지도를 주 연구대상으

로 한다.「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

침」에 따르면 재해정보지도의 표준기재 항목

은 피난활용을 위한 침수정보(침수예상, 침수흔

적), 대피정보(대피가 필요한 지구와 대피장소, 

대피경로상의 위험장소), 기타정보(대피시기, 정

보의 전달경로, 전달수단, 작성주체 등)를 기준

으로 방재교육형의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러스트나 사진을 포함하기도 한다. 

또한 방재업무 담당자 등이 대피유도활동, 수방

활동,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다.

국내 재해정보 콘텐츠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한 재해정보지도를 조

사하였다. 특히 콘텐츠 측면의 분석을 위해 재해

정보지도를 웹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북 김

제시1), 부안군2), 정읍시3), 경남 합천군4), 밀양

시5)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였다(표 1).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재해지도의 공간범위는 

주로 행정경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읍면동의 행정경계 외에 재해지구, 

위험지구와 같이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따로 구축하거나 수치지형도의 도곽 단위의 자

세한 대축척 재해지도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기

본도로 사용되는 지도는 그림 1과 같이 일반인

도 쉽게 지형과 지표 확인이 가능한 항공사진이

나 위성영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

한 입체지도를 사용하여 침수예상지의 가독성을 

높인 사례도 많이 보였다. 수치지형도를 직접 사

용한 사례도 있으나 침수흔적도 작성 시 활용되



Analysis on Complex Disaster Information Contents for Building Disaster Maps of Coastal Cities46

Type Case
Spatial 
area

Base map
Contents

Remarks
Spatial Attribute

Inundation
trace
map

Gimje

Country 
and town, 
disaster 
district

Aero photo
Flood area, landslide area, road flood 
area, evacuation route, shelter, etc.

Shelter, disaster 
analysis, disaster 

info.

Dynamic 
display

Buan
Country 

and town, 
risk district

Aero photo
Flood area, landslide area, disaster 
district, shelter, temporary shelter, 

agency, hospital, drainage facility, etc.

Shelter, disaster 
analysis, disaster 

info.

Dynamic 
display

Jeongeup
Country 

and town
Aero photo

Flood area, agency, administration 
border

Disaster info.

Hapcheon
Country 

and town
Cadastral 

map
Flood depth(0.3m~3.0m over), shelter, 

road, building
Flood details, photo

Miryang
Country 

and town
Satellite,

digital map

Flood area, areas prone to floods, 
landslide risk area, flooded road area, 

reservoir, drain facility, shelter

Inundation
expected

map

Gimje

Country 
and town, 
disaster 
district

Aero photo

Landslide area, landslide risk area, 
flooded road area, flood expected area 

(100m,200m,300m/day), evacuation 
route, shelter, etc.

Dynamic 
display

Buan
Country 

and town
Aero photo

Land risk area, flood expected area 
(100m,200m,300m/day), shelter, 

temporary shelter, agency, hospital, 
drainage facility, etc.

Shelter

Jeongeup District Aero photo Flood depth(0m~0.2m) Flood info.

Miryang Map grid Digital map

Flood expected 
area(100m,200m,300m/day), areas prone 

to floods, landslide risk area, flooded 
road area, drain facility, shelter, etc.

Disaster
information

map

Gimje
Country 

and town
Aero 

photo(3D)
Flood area, landslide area, flooded road 

area, evacuation route, shelter
Grade of landslide 
classification (1~6)

3D 
disaster 

map

Buan
Country 

and town
Aero 

photo(3D)

Landslide risk area, flood expected 
area(100m,200m,300m/day), shelter, 
temporary shelter, agency, hospital, 
drainage facility, evacuation route

Grade of landslide 
classification (1~6)

Jeongeup
Country 

and town
Aero photo

Flood expected area over 400mm/day, 
evacuation route, hospital, shelter, 

warning system of civil defense, etc.

Shelter, evacuation 
standards, population 

over 65 years

Hapcheon
Country 

and town, 
district

Aero photo
Flood depth(0m~3.0m over), evacuation 
route, shelter, virtual flooding depth of 

house

Flood details, agency 
phone num., shelter

Photo Buan
Specific 
place

Photo

Evaluation 
map

Jeongeup
Specific 

place(1, 2, 
3 area)

Aero photo Public shelter, non-public shelter

TABLE 1. Comparison contents of domestic disaster informa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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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 Base map of disaster map 

(a) digital map, (b) aerial or satellite photograph, (c) relief map

는 지적도를 직접 서비스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재해정보지도가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는 지

도상에 위치가 표시된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재해와 관련된 공간정보 

콘텐츠는 침수흔적과 침수예상 즉, 이전에 침수

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경계 

위주로 지도에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도로의 침수지역을 별도의 콘텐츠로 표시한 것

이다. 이는 도로가 대피로로 활용될 뿐만 아니

라 재해복구 계획 수립에도 유용한 콘텐츠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 외 공간정보 콘텐츠로 

대피와 관련된 대피로, 대피소, 수용 및 임시대

피소에 대한 위치와 유관기관, 의료기관, 민방

위 경보시설 등의 방재기관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잠재적 위험지에 대한 콘텐츠로 소류지, 

저수지 등의 콘텐츠를 포함한다.

속성정보 콘텐츠는 침수피해 상황과 같은 발

생한 재해정보에 대한 내용과 해당 재해발생 

원인 및 향후 보완된 내용을 담은 재해분석, 주

민 대피를 위한 대피소 정보 및 대피 행동기준

과 현장사진 등의 내용을 지도의 하단이나 우

측 여백에 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인구수 

및 65세 이상 취약자수를 표시한 콘텐츠를 포

함한 지자체도 있었다.

2. 국외 사례

국외 재해정보 콘텐츠 현황 분석을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의 연안 및 홍수관련 재해정보

지도를 조사하였다.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는 연

안 재해지도(coastal hazard map) 사이트6)
를 

운영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그림 2(a)와 같이 

특정 폭풍이나 해일로부터 연간 1% 정도 반복적

으로 침수가 나타나면 침식이 발생하기 쉬운 지

역과 그림 2(b)와 같이 특정 해일에 의해 침수

될 수 있는 지역인 해일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지

도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 콘텐츠는 태풍이나 장

기적인 퇴적물 유실로 인한 침식지역, 침식과 영

구적 갯벌 침수 지역, 최고의 천문상의 조류

(HAT) 시 위험 지역(high hazard area, 물 높이 

1m 이상), 해수면 상승에 의해 영구적 침수 지역

(medium hazard area, 물 높이 1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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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rosion prone area

(b) Storm tide inundation areas

FIGURE 2. Australia Queensland coastal hazar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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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anada Alberta flood hazard map

캐나다 앨버타에서는 침수위험지도7)를 제공

한다. 그림 3과 같이 수치지도 상에 도로네트워

크, 방수로(floodway) 위치, 홍수 발생 위치

(flood fringe), 지표 수문 흐름(overland flow) 

위치, 수역(water body) 위치 등이 서비스되고 

있다. 이외에도 속성정보로 단면 및 설계 홍수 

수준(cross section and design flood level)

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의 기타 콘텐츠로 검색 

기능(주소, 블록, 우편번호 등), 측정 기능(선, 

면 등을 그리고 해당 둘레나 면적에 대한 정보 

확인),  출력 기능이 제공된다.

하와이 연안재해사이트8)9)10)에서는 하와이 해

안의 침식지도, 쓰나미 대피지도, 해변침식 영상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하와이 해안 침식지도는 

그림 4(a),(b)와 같이 해안을 따라 지역별로 제

공되고 있으며, 항공사진을 기본도로 하여 시계

열적인 해안선 위치와 해안선 퇴적 및 침식율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해안가에 큰 피해를 입

히는 쓰나미 발생 시 대피경로 등을 제공하는 쓰

나미 대피 지도(tsunami evacuation map)도 서비

스 중이다. 그림 4(c),(d)와 같이 쓰나미 대피 

지도는 구글지도를 이용하여 쓰나미 위험등급

(Red-Yellow-Green등급)에 따라 대피 위치와 

쓰나미 발생 이유나 행동요령 등을 제공한다.

미국 Coastal Flood Exposure Mapper 사

이트
11) 제공되고 있는 홍수위험지도는 그림 5

와 같이 구글지도에 위험요인(얕은 해안 홍수,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상·중등 위험 홍수지역, 카테고

리 3인 허리케인 폭풍 해일, 3 feet의 해수

면)중에서 하나 이상의 요인으로 예상되는 홍

수 위험지역, 각 위험요인별 위험지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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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dex map

(b) Sand Island(Oahu, Hawaii)

FIGURE 4. U.S. Hawaii coastal hazard site

(Source: (a),(b) U.S. Hawaii coastal erosion map, (c),(d) U.S. Hawaii tsunami map)

정보를 표 2와 같이 별도의 레이어로 제공하

고 있으며, 이때 홍수위험요인의 수, 홍수위험

요인별 상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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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sunami evacuation map

(d) Evacuation manual

FIGUR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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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astal flood exposure mapper

(b) Zoom (flood hazards map)

FIGURE 5. U.S. Flood hazard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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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escription Significance

Coastal flood hazard 
composite

Spatial extents of multiple flood hazard data sets combined. Flood 
hazard data sets include shallow coastal flooding,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flood data (V zones, A 
zones, and 500-year zones treated as individual layers), storm 
surge for category 3 hurricane (from FEMA Hurricane Evacuation 
Studies), and sea level rise of three feet above mean high tide.

Provides a quick visual 
assessment of areas 

most prone to 
flood hazard events

Shallow coastal flooding
Areas that flood when coastal flood warning thresholds are 
exceeded. Derived from the flood frequency layer within the Sea 
Level Rise and Coastal Flooding Impacts Viewer.

Areas subject to shallow 
coastal flooding

FEMA flood zones
Digital FEMA flood data. The data represent the digital riverine and 
coastal flood zones available as of June 2014 and are a combination 
of Digital Flood Insurance Rate Maps and Q3 flood data.

Areas at risk 
from flooding

Storm surge

Areas of near-worst-case storm surge flooding scenarios for 
coastal areas along the Gulf of Mexico and Continental U.S. 
Atlantic coasts. Data were derived from storm surge inundation 
maps created by the National Hurricane Center (NHC) Storm Surge 
Unit with the Sea, Lake, and Overland Surges from Hurricanes 
(SLOSH) model.

Areas at risk 
from storm surge

Sea level rise
Sea level rise inundation scenarios ranging from zero to six feet 
above mean higher high water (MHHW). Derived from data created 
for the Sea Level Rise and Coastal Flooding Impacts Viewer.

Areas likely to be 
inundated

by sea level rise

TABLE 2. Data source of US flood hazards

3. 시사점

국내에 구축된 재해정보지도를 살펴본 결과, 

행정구역이나 지구 단위로 침수흔적도, 침수예

상도 등이 제공 중이며, 간단한 도로 중심의 대

피로나 대피소 위치, 침수지역, 피해예상지역 

등 유사한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정서를 이유로 정확한 침수 위치나 대피

로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그 

활용성에 의문이 든다.

캐나다, 미국, 호주, 유럽의 연안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국외 사례의 경우 지진해일이나 조수

의 간만과 같은 해수면상승에 의한 연안재해를 

자신들만의 위험도 등급에 따라 지도에 표시하

여 서비스하고 있다. 정확한 위치에 대한 시간별 

침식률, 쓰나미 위험등급, 대피 안전도에 대피로, 

홍수위험지도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 중이다. 이

중 미국의 홍수위험지도는 특히 연안복합홍수위

험도를 표시하고 있어 본 연구과제와의 부합성

이 가장 높다. 구체적으로 연안에서 발생하는 침

수와 폭풍해일,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FEMA의 

침수지역도 함께 융합된 위험도를 총 6개의 등

급으로 구분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재해정보 지도서비스는 침

수발생지역 및 침수예상지역뿐만 아니라 대피

로, 대피소, 유관기관, 의료기관의 위치와 함께 

해당 속성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정읍시의 경

우 대피행동기준과 인구수 및 65세 이상 취약

자수도 제공하고 있다. 정확한 침수 위치나 대

피로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재

난재해의 예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기본

이 되는 재해정보지도의 활용목적이나 대상별 

맞춤형 재해정보지도가 요구된다.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과 국

내외 현황분석을 통해 재해정보지도에 표시하

는 콘텐츠는 ① 재해 실적정보, ② 대피소 및 

대피정보, ③ 방재관계 기관 정보, ④ 기타 홍

수관련 정보, ⑤ 도면 정보로 정리할 수 있다

(표 3). 침수정보의 특성은 침수흔적도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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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Domestic Guideline** Remarks

Disaster record

Flood zone ○ ○ ○ Line, polygon

Flood depth ○ ○ Line, number

Flood frequency ○ ○ Line, polygon

Agencies related disaster

Local government office ○ ○ Point, text

Police, fire station ○ ○ Point, text

Hospital ○ ○ Point, text

Shelter

Name, location ○ ○ ○ Point, text

Address, phone number ○ ○ Point, number

Capacity Point, number

Evacuation area ○ Line, polygon

Evacuation risk ○ ○ Polygon, number

Evacuation route ○ ○ Line

Underground ○ Polygon, number

Dangerous place on route ○ ○ Line, polygon

Evacuation Standard ○ ○ ○ Text

Etc

Disaster picture ○ ○ Image

Weather ○ Text

Disaster analysis ○ Text

Learning info. ○ Text

Spacial info

Topography ○ ○ Line, polygon

Road ○ ○ Line, polygon

River, bridge ○ ○ Line, polygon

Administration border ○ Line, polygon

(Source: * Reconstruction based on Kim, 2010, **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6)

TABLE 3. Comparison of disaster information map*

으로 침수흔적만 표시하거나 침수예상도를 기

준으로 침수예상구역 범위를 표시한다. 또는 이 

둘을 모두 표시하고, 침수심 등과 같은 이외의 

정보를 표시하기도 한다. 대피소 및 대피정보는 

대피소 위치, 연락처, 수용인원, 대피 경로, 대

피소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 정보 등을 표시

한다. 방재관련 기관 정보는 지자체의 방재담당

부서인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종합상황실 등

과 경찰서·소방서도 포함한다. 또한 방재 시설

물로 펌프장, 저류조 등의 위치와 주민의 치료

를 위한 주요병원을 포함한다. 기타 홍수관련 

정보는 저지대지역, 하천 현황, 재해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도면 정보의 특성은 저지대를 

포함한 지형현황, 도로 및 교량, 하천, 행정경계 

등을 포함한다.

비록 국내의 재해정보지도가 좀 더 많은 정

보를 담고 있다 하여도 현재 특정 재난에 특정

된 정보만 서비스하고 있다. 즉, 미국의 사례와 

같이 연안피해와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가 함께 

복합된 재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원인의 재해와 더불

어 콘텐츠를 담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재해

정보지도를 고려하여 복합재해정보 콘텐츠 기

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인 및 공무원 

등의 사용자 측면을 고려한 학습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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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Source Access Type

Complex disaster 
contents

Flooding expected KHOA* Government Spatial

Flooding trace LX** Public / government Spatial

Evacuation contents

Shelter, evacuation route MPSS***, local government Public / government Spatial

Risk area on evacuation route MPSS Public / government Spatial

Evacuation standard
Local plan for disaster 

prevention
Public / government Attribute

Evacuation history MPSS Public / government Attribute

Facility
contents

Agencies related disaster
MPSS, local government, 

digital map
Public / government Spatial

Emergency facilities, equipment
MPSS, local government, 

digital map
Government Spatial

Hospital
Local government, digital 

map
Public / government Spatial

Lifeline
Local plan for disaster 

prevention
Government Spatial

Underground Digital map, floor plan Public / government Spatial

Learning contents

Mechanism for disaster
attitude of disaster

how to use complex disaster 
information contents

MPSS Public / government Attribute

  * KHOA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 LX (Korean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MPS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TABLE 4. Details of complex disaster contents

연안도시 복합재해정보 콘텐츠

1. 복합재해정보 콘텐츠 유형 분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연안도시 복합재해정보 콘텐츠 정의 및 항목

설정의 기본 방향은 표 4와 같이 4개의 대분류

로 복합재해, 대피, 시설, 학습콘텐츠로 구분한

다. 복합원인에서는 본 과제의 주요 목적인 복

합원인에 의한 재해정보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연안 침수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하천범람과 도

시 침수에 대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으로 대피 및 기타 시설관련 콘텐츠는 대피인구 

및 대피장소 등 종합적 대피정보 콘텐츠와 이를 

위한 시설물 콘텐츠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콘텐

츠는 재난 및 재해시 행동요령을 포함하는 재해 

매카니즘, 재난시의 마음가짐 등 일반인 활용 

목적과 주민의 대피유도나 방재활동을 하는 공

무원의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포함한다. 

복합재해정보 콘텐츠는 재해예측에 대한 홍

보 및 일반 이용자의 정보 취득 및 재해 예

방·대응 활용이 위험지도를 기본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유형에 따라 공간

정보와 속성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지침에 명시된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① 복합원인, ② 대피 및 ③ 시설,  

④ 학습측면의 연안도시 재해정보 콘텐츠이다. 

우선 복합원인에 의한 재해 실적 콘텐츠에는 

침수흔적과 침수예상, 그리고 지자체에 따른 기

후변화 적응 계획이 포함된다.

대피 및 시설 콘텐츠는 대피가 필요한 구역, 대

피 장소(대피시설 명칭, 위치, 전화번호, 방재 메

모), 대피경로 상의 위험 요소, 대피시의 마음가

짐, 홍수예보 전달방법, 대피정보(대피 권고, 대피 

지시 등)의 전달 체제, 지하공간 정보, 대피 권고 

등에 관한 대피 기준, 재해시 구호시설(병원, 복지 

시설, 학교 등)의 위치, 명칭, 연락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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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Building process by data types. 

Non-spatial formats are HWP, PDF, Excel, etc. and spatial formats are SHP, etc.

학습 콘텐츠는 홍수발생 메카니즘, 지형과 범

람형태, 기왕 홍수의 정보,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수해시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 재해정보지도 사용 

방법, 수해에 대한 평상시의 마음가짐 등이다. 

2. 데이터 유형에 따른 구축방안

복합재해정보 콘텐츠의 구축방안은 공개된 

공공데이터 및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최근 정부의 데이터 개방정책에 따라 공공데이

터포털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은 

표준화 작업과 지속적인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효과적인 재해정보 콘텐츠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복합원인 콘텐츠는 태풍, 호우 등 홍수

로 인한 내륙지역의 하천 범람 위험성을 수문학

적 분석 등을 통하여 침수 예상지역, 피해범위, 

예상 침수심 등을 분석하여 도출한 콘텐츠와 태

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서 발

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여 침수예상

지역, 피해범위, 예상 침수심 등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로 구분된다. 이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및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성과를 활용한다.

대피 및 시설 콘텐츠는 침수예상조건에 따라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선정, 대피인구, 대피장

소 및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

속한 대피가 이루어지기 위한 콘텐츠로 국가 

공공데이터 및 공간정보데이터와 연안재해 관

계기관의 협조로 구축한다. 또한 주민이 활용할 

학습콘텐츠와 행정적으로 활용할 학습콘텐츠는 

국민안전처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활용 측면을 

강조한 시각적 자료를 구축한다.

정리하면 복합재해정보의 구축 전략은 첫째, 

기존 자료의 연계, 둘째, 타 연구진의 산출물 

활용(예. 침수예상도), 셋째, 기존 자료에서 공

간분석 등의 처리를 통한 의미 있는 자료 추출

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구축전략은 기 

구축된 데이터의 연계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 재해지도 수록 측면의 복합재해정보 콘텐츠

와 대피 및 시설 콘텐츠의 자료 변환 내용은 

그림 6과 같다.

3. 접근방법

표 4의 복합재해정보 콘텐츠 중 지하공간은 

침수예상구역으로 대피가 필요한 지구 내에 입

지한 지하상가, 지하도, 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

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하층의 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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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rocedure of building contents with basement

와 지하공간에서의 대피계획이다. 또한 해안가 

주변의 반 지하 주택 및 상가 건물 등에 대하

여는 해일 등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

책을 강구하는 대피계획이다. 이를 위한 상세 

콘텐츠로 지하 공간의 위험성의 인식, 지하공간

의 위치, 지하 공간 내의 대피 경로와 지상으로 

이동을 위한 출입구 위치, 지하 공간 관리자로

부터 지하 공간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전달 체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지하공간의 위치 콘텐츠는 기존 자료를 그대

로 연계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자료이며, 현장조

사를 통한 신규 구축 혹은 기존 자료를 활용한 

재구조화를 통해 구축 가능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해정보 콘텐츠 구축 방안

의 접근방법으로 지하공간정보 구축을 선정하

고, 도로명주소기본도를 활용한 방안을 설명한

다. 그림 7과 같이 도로명주소기본도에서 지하

가 있는 건물 객체를 속성(BULD_SE_CD(건물

구분 코드)=1)에 의한 정보추출 결과로 구축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과제의 시범지역인 부산

광역시 도로명주소기본도 건물 레이어(TL_

SPBD_BULD)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전체 

건물객체 432,656개 중에서 34,279개가 지하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안선을 

기준으로 내륙 쪽에 일정거리 버퍼를 이용하여 

해안가 주변의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연안도시는 태풍에 의해서 해상에서 발생하

는 조석이나 해일뿐만 아니라 호우로 인한 하

천 범람이나 저지대 침수 등의 복합원인을 고

려한 대응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재해지도 작성의 표

준화 및 활성화를 위해 고시한「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과 국내외 재해정보지도 

분석을 바탕으로 연안도시 복합 재해정보 콘텐

츠를 정의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였다. 

연안도시 복합 재해정보 콘텐츠는 크게 복합

재해콘텐츠, 대피·시설콘텐츠, 학습콘텐츠로 

구성된다. 첫째로, 복합재해콘텐츠는 침수구역, 

침수위, 침수심, 침수도달시간 등을 포함하는 

침수예상과 재해명, 위치, 침수일자, 침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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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구역, 침수면적, 침수피해내용, 침수피해액 

등을 포함하는 침수흔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서의 주목할 부분은 연안피해와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가 함께 복합된 재해를 고려하였다. 둘

째로, 대피콘텐츠는 대피장소, 대피로, 대피장소 

상의 위험장소, 대피기준, 대피실적으로 나누어

지며, 셋째 시설콘텐츠는 방재관계기관, 방재시

설․설비, 의료시설, 라이프라인, 사회복지시설로 

나누어진다. 넷째로, 학습콘텐츠는 재해 매카니

즘, 재해 위험성, 피해내용, 기상정보 관련 사

항, 재난 시 마음가짐, 연안도시 복합 재해정보 

콘텐츠 사용방법 및 해설로 구성된다. 이들 콘

텐츠 중에서 침수콘텐츠의 침수예상과 시설콘

텐츠의 라이프라인은 공무원이나 담당자만 접

근이 가능하고, 그 외 콘텐츠는 일반인까지 접

근이 가능하다. 제안된 연안도시 복합재해정보 

콘텐츠 중 지하공간 콘텐츠 구축전략에 대해 

적용해보았으며, 국민안전처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하는 정보

를 기반으로 공간정보 형태로의 구축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도시 방재를 위한 재해정

보지도 콘텐츠를 정립하였으며, 국내외 사례의 

장단점 분석으로 연안도시 맞춤형 복합재해정

보 콘텐츠 프레임을 설계하였다. 콘텐츠의 활용

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안전처 지침의 항목과 

연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구체화 및 동적 가시화 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

획이다. 

주

1) Korea Gimje disaster map. 

http://www.gimje.go.kr/disaster_map/ind

ex.html 

2) Korea Buan disaster map. 

http://www.buan.go.kr/02tour/map/main1

.html 

3) Korea Jeongeup disaster map. 

http://safe.jeongeup.go.kr/hazard_infor_

mation_map/hazardmap.html 

4) Korea Hapcheon disaster map. 

http://www.hc.go.kr/jaehae/user/index.jsp

5) Korea Miryang disaster map. 

http://www.miryang.go.kr/disaster_map/

03.html 

6) Australia Queensland coastal hazard map. 

http://www.ehp.qld.gov.au/coastal/manag

ement/maps/ 

7) Canada Alberta flood hazard map. 

http://maps.srd.alberta.ca/FloodHazard/ 

viewer.ashx?viewer=Mapping

8) U.S. Hawaii coastal hazard site. 

http://planning.hawaii.gov/czm/initiatives/

coastal-hazards/ 

9) U.S. Hawaii coastal erosion map. 

http://www.soest.hawaii.edu/coasts/erosi

on/index.php 

10) U.S. Hawaii tsunami map.   

http://tsunami.csc.noaa.gov/ 

11) U.S. Flood hazards map. 

http://www.coast.noaa.gov/floodexposur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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