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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trategy of Smart Urban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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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호우는 돌발적이고 

국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의 국지성호우에 

의한 홍수는 예고없이 빠르게 발생하고 시·공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킨다. 결국 도시지역의 성공적인 홍수 관리는 얼마나 빠르고,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지성 호우는 저층에서 형성되는 강우가 지배적이며, 기존의 대형레이더는 저층 강우의 

탐지 및 변동성 관측에 취약하다. 이에, 도시지역에서의 국지성 호우를 신속하게 관측하고 예측함

으로써, 도시홍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관측 및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켜 도시홍수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기존과 다른 새로운 도시홍수예보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수재해 정보플

랫폼 융합기술 연구단에서 고해상도 수문정보를 강우예측 및 홍수 모형과 연계하여 신개념 수재해 

대응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지성 호우 관측을 위하여 고정밀 수문레이더를 기반

으로 국지성 호우 탐지 및 예측, 도시홍수 예측 및 운영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도

시지역에 대한 고정밀 관측이 가능함으로써 도시홍수 경보 시스템이 보다 정확하고 상세화될 것으

로 기대된다.

주요어 : 고정밀 수문레이더, 강우예측, 도시홍수, 수재해 관리

ABSTRACT
Recently, the frequency of heavy rainfall is increasing due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heavy rainfall in urban areas has an unexpected and local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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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ds caused by localized heavy rains in urban areas occur rapidly and frequently, so 
that life and property damage is also increasing. It is crucial how fast and precise 
observations can be made on successful flood management in urban areas. Local heavy 
rainfall is predominant in low-level storms, and the present large-scale radars are 
vulnerable to low-level rainfall detection and observ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urban flood forecasting system to minimize urban flood damage by 
upgrading the urban flood response system and improving observation and forecasting 
accuracy by quickly observing and predicting the local storm in urban areas. Currently, 
the WHAP (Water Hazard Information Platform) Project is promoting the goal of 
securing new concept water disaster response technology by linking high resolution 
hydrological information with rainfall prediction and urban flood model. In the WHAP 
Project, local rainfall detection and prediction, urban flood prediction and operation 
technology are being developed based on high-resolution small radar for observing the 
local rainfall.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more accurate and detailed urban flood 
warning system by enabling high-resolution observation of urban areas.

KEYWORDS : High-Resolution Radar, Nowcasting, Urban Flood, Water Disaster Management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의 증

가와 함께 인명 및 재산과 같은 홍수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홍수피해가 최근 7년간 재산과 인명피해

가 발생된 재해 중 9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치수사업 등으로 외수범람에 의

한 하천재해 피해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지속적인 도시 개발 및 배수체계 복잡성에 따른 

내수침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도시홍수 피해는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의 탐지 및 강우 예측의 정확성 결여로 인

하여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도시 배수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도시홍수 예

측 및 대응의 어려움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하지

만, 기존의 지상 강우 우량계 및 대형 레이더 

관측망의 도시 국지성 호우의 관측 및 예측의 

어려움도 포함하고 있다. 국내 레이더 관측망의 

경우 태풍과 장마와 같은 광범위한 기상에 대한 

탐지 및 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총 27기의 기상·강우 대형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문관리 및 홍수예보(환경부), 위험기

상 감시 및 예보(기상청), 그리고 군 작전지역

의 기상지원(국방부) 등 부처별 목적에 맞게 운

영되고 있다(그림 1). 하지만, 각 부처에서 운

용되고 있는 대형 레이더의 경우 200∼300km

에 이르는 장거리 관측이 가능한 C 밴드 및 S 

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도시지역 저층 강우 

탐지 및 고해상도 시공간 관측이 요구되는 국지

성 호우 관측에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정밀 수문레이더 

활용에 대한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

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고정밀 수문레이더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도시홍수 감시 등에 활용 

가능한 한국형 수재해 대응기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실시간 도시침수 예측을 위해서

는 지표면과 하수관로의 메커니즘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수치모델이 적용되어 왔다. 도시침수 

예측은 정확도 확보 면에서 도시가 가진 복잡한 

하수관로, 수리시설물에서의 유출 및 침수 발생

을 수치모델에 의한 해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실시간 침수예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상 및 

침수 수치모델의 정확도에 대한 이슈를 논외로 

하더라도 계산시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도

시지역의 시·공간적 집중성으로 인해 지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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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계 및 대형 레이더에 의한 적절한 조기대응이 

어렵다. 최근 컴퓨팅 환경의 발전으로 모의시간

의 단축에 따른 대응 가능한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침수대응에 필요한 선행시

간을 확보하고 침수상황을 대응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단시간에 도시 침수상황을 신

속히 예측·평가 가능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

며, 이에 다양한 강우 상황에 대한 관측 및 예

측 결과에 의한 도시 침수상황을 사전에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자료지향형(data-driven) 도시홍

수 예측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단시간 국지적 

호우에 의한 도시지역 침수예측을 모의시간이 

오래 걸리는 물리적 기법이 아닌 강우 관측 및 

예측정보로부터 순간 침수위험도 예측이 이루어

짐을 목적으로 하는 실시간 침수 예측기법이다.

따라서 도시홍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치수사업 등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만, 도시홍수 예·경보를 통한 대비시간의 확보 

등과 같은 비구조적인 대책도 중요하며, 이에 

도시홍수 예·경보를 통한 선행시간 확보를 위

한 국민 맞춤형 도시홍수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홍수 관리를 

위한 고정밀 수문레이더의 활용방안에 대해 선

진국의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수재해 정보플랫

폼 융합기술 연구단에서 고정밀 수문레이더 구

축 및 운영을 통한 한국형 수재해 대응기술 개

발을 목표로 수행 중에 있는 스마트 도시홍수 

관리시스템 개발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정밀 수문레이더 개요
레이더(RAdio Detection And Ranging)는 

목표물을 향해 전파를 발사해서 목표물로부터 

되돌아오는 전파의 강도와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목표물의 위치는 안테나의 

방향과 고도각 그리고 송신전파와 반사파의 시

간 간격으로부터 알 수 있다. 태풍, 장마와 같은 

광범위한 기상에 대한 탐지는 기존의 대형 레이

더를 통한 관측 및 운용이 가능하지만, 정밀한 

관측이 요구되는 도심지역의 저층 강우 탐지 및 

산악지역의 사면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시·공간

적으로 고해상도를 지원 가능한 고정밀 수문레

이더의 활용이 효과적이다. 도시에 발생하는 국

지성 호우는 저층(1km 내외)에서 형성되는 강

우가 지배적이며, 기존의 대형레이더는 높은 산 

정상에 설치되어 지표위 1.5km 이상의 강우관

측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저층강우의 탐지 

및 변동성 관측에 취약하다. 또한 고정밀 수문레

이더는 수문학적으로 중요한 공간해상도(100m) 

및 시간해상도(1∼1.5분) 관측이 가능하여 강우

의 추정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 가능하며, 집중

(a) Ministry of Environment (b) Korea Meteorological Admin (c)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IGURE 1. Large-scale radar network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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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에 대한 도시침수 및 사면재해 대응 분야에 

기존 대형 레이더에 비해 효율적이다.

기존 대형 레이더의 저층 탐지 및 시공간 관

측 한계를 극복하고, 고정밀 수문레이더 및 실

시간 도시홍수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수재

해 정보플랫폼 융합기술 연구단(주관: K- 

water)에서 국가 R&D 사업 일환으로 고해상도 

강우 관측 및 예측정보를 수리수문모형과 연계

한 수재해 대응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

정밀 수문레이더를 기반으로 국지성 호우 탐지 

및 예측, 도시홍수 예측 및 운영기술을 개발 중

에 있다. 고정밀 수문레이더는 미국 RXM-25 

모델 마그네트론 타입으로 관측반경 40km, 공

간분해능 100m 및 시간분해능 1분이 가능하다 

(그림 2). 최적운영기술 확보로 서울시 및 수도

권에 대한 고정밀 관측이 가능함으로서 도시지

역 수재해 예·경보 시스템이 보다 정확하고 상

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이더를 이용한 홍수관리 기술동향
1. 미국 CASA 프로젝트

CASA-ERC(Collaborative Adaptive Sensing 

of the Atmosphere-Engineering Research 

Center)는 저층 기상의 관측 및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고정밀 수문 레이더 개발을 목표

로 2003년 9월 미 국립 과학 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CASA-ERC 프로젝트는 고정밀 수

문레이더를 이용하여 대형 레이더(WSR-88D)

에서 관측이 어려운 저층 및 국지성 호우 관측

과 예측 등의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메사추세

츠 대학, 오클라호마 대학, 콜로라도 주립대학, 

푸에르토리코 대학 등 4개 대학, 산업체 및 정

부기관이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목

적으로는 여러 대의 분산된 레이더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최적의 관측전략 

및 저층 기상탐사를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초

기에는 4대의 고정밀 수문레이더를 배치 및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최

종단계에는 고정밀 수문레이더를 16∼20기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형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저층 탐

지에 대해 초고속 스캔을 통하여 고분해능 자료

를 빠르게 획득하여 국지성 강우에 대비하여 도

시홍수 경보시스템 구축과 강우 추정 및 초단기

강우예보의 예측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시·공간

적인 고해상도 관측능력 뿐만 아니라 도입비용 

및 운영관리에 있어 경제성 측면 또한 효용성을 

검증하였다(그림 3). 

2. 일본 XRAIN 및 돌발호우 사전 위험성 예측 
기술
일본의 경우 국지성 집중 호우가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으며, 2008년 고베와 도쿄 도시지역

에 집중 호우로 인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는 

Transmitter Type Magnetron

Frequency 9,410±30 MHz

Maximum output 25 kW

Antenna Gain 41.5 dB

Observation Speed 60 deg/s(max.)

Observation Radius ≤40 km

Spatial Resolution ≤100 m

Temporal Resolution ≤1 min

FIGURE 2. High-resolution hydrologic radar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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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10분이라도 조기 피난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고정밀 

수문레이더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

으며, 39기의 고정밀 수문레이더를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방재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 고정

밀 수문레이더는 공간 분해능 250m, 시간 분해

능 1분으로 기존의 대형 레이더의 공간 분해능 

1km, 시간 분해능 5분과 비교하여 고해상도의 

자료를 제공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림 4는 일본 

전역에 설치된 39기의 고정밀 수문레이더 현황

을 나타내며, 기존 대형 레이더와의 비교를 통

해 고해상도 관측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정밀 수문레이더의 고해상도 관측정보

를 활용한 연구 중 하나로 도시지역 돌발성 집

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자 도시지역의 

국지성 강우세포를 조기 탐지하고, 강우세포가 

돌발성 호우로 발달할 수 있는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추적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돌발성 

호우의 사전 위험도 예측은 대기 중의 돌발성 

호우를 유발할 수 있는 대류세포의 조기탐지, 

탐지된 대류세포의 자동추적, 해당 대류세포가 

발달하여 돌발성 호우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

을 판단하는 위험예측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제시된 돌발성 호우의 

위험도 예측결과를 도시하천 등의 수재해 및 돌

발홍수 예측에 활용하여 대피시간 확보 등에 활

용되고 있다(그림 5).

(a) CASA Radar Networks (b) CASA Radar Radius

FIGURE 3. CASA project (Source: Brotzge et al., 2005)

FIGURE 4. Comparison with XRAIN observation network and large radar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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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TOMACS Project
TOMACS(Tokyo Metropolitan Area 

Convection Study for Extreme Weather 

Resilient Cities) 프로젝트는 극한 기상의 과정 

및 구조를 이해하고, 도쿄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하여 다양한 기상 관측망(레이더, 

지상관측, 라디오존데, 위성)을 이용하여 기상변

수(강우, 강풍 등)에 대해 예·경보 시스템 개

발 및 구축 목적으로 25개 이상의 기관과 100

명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추진된 문부과학

성 프로젝트이다. TOMACS 프로젝트는 그림 

6(a)와 같이 3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추진되었

다. Theme 1에서는 국지성 호우를 유발할 수 

있는 대류세포의 생성, 발달 및 소멸 과정을 이

해하고, 홍수와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유

발할 수 있는 국지성 호우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도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상관측 

센서의 설치 및 운용을 수행하였다(그림 6(b)). 

Theme 2에서는 레이더 관측망, MTSAT 위성, 

지상 관측망을 이용하여 국지성 호우와 강풍 발

생 등의 극한 기상 관측 및 예측을 목표로 추진

되었다. 특히, X 밴드 및 C 밴드로 구성된 총 13

대의 레이더를 이용하여 관측망을 구축하여 국지

FIGURE 5. Localized heavy rain cell detection system (Source: MLIT, 2013)

(a) TOMACS project overview (b) Various weather observation networks

FIGURE 6. TOMACS Project in Japan (Source: Maki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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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호우를 관측하였으며, 수치예보(Numerical 

Weather Prediction; NWP) 모델을 이용하여 

강우 및 기상 예측을 수행하여 홍수 예·경보 

활용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그림 6(c)). 

Theme 3에서는 긴급대응, 하천관리, 사회기반

시설, 교육 등 4가지 분야에 Theme 2에서 산

출된 정보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면, 사회에 

효과적이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

험을 수행하여 피해저감 효과 등을 검증하고, 

현재의 방재 수행체계 등을 평가하였다(그림 

6(d)).

고정밀 수문레이더 기반 도시홍수 
관리기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재해 정보플랫폼 융

합기술 연구단에서는 수도권 국지성 호우 관측 

및 도시홍수 관리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고정밀 

수문레이더를 기반으로 운영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고정밀 수문레이더 기반 도시홍수 관리시

스템의 운영을 위해 4가지 핵심 요소기술을『고

정밀 수문레이더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기술』,

『고정밀 수문레이더 수문정보 생성 및 자료동

화 기술』,『실시간 지역 수재해 정보예측 기

술』, 『스마트 도시홍수 관리시스템 기술』로 

설정하여 국제 최고수준의 독자기술 확보를 목

표로 추진 중에 있다(그림 7). 또한, 본 과제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현

재까지 개발된 기법을 이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활용 가능한 수재해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수자원관리과, 홍수통제

소), 지차체(서울시, 부산 EDC) 등 공동활용 

및 실용화 방안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

며, 이번 홍수기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분석 

및 보완을 통해 현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1. 핵심요소기술 ①: 고정밀 수문레이더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기술
고정밀 수문레이더 실증테스트베드 운영기술

은 고정밀 수문레이더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독자적인 수재해 대응기술 개발로 

국지성 수재해 예방의 기반 기술을 확보해 나가

고 있다. 이를 통해 고정밀 수문레이더를 통한 

도시홍수 관측 및 예측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

한 최적 관측전략 및 운영지침 수립, 품질관리

기술 개발 등의 기술확보(WHAP, 2016)에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운영기술을 통해 산출된 

고품질의 자료는 수재해 정보예측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그림 8).

2. 핵심요소기술 ②: 고정밀 수문레이더 수문 
정보 생성 및 자료동화 기술
고정밀 수문레이더 수문정보 생성 및 자료동

화 기술은 고정밀 수문레이더를 이용하여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고해상도 수문정보를 생

(c) TOMACS radar observation network (d) Evaluation of disaster prevention system

FIGUR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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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 나가고 있다(WHAP, 2017). 특히, 고정밀 

수문레이더와 기존 대형 레이더의 연계를 통해 

강우의 오차구조를 규명하고 오차가 최소화된 

최적의 융합강우를 생성하고 있으며, 변분론적 

방법과 대형 레이더의 합성을 통한 레이더 기반

의 실황예보(3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강우 

Case별 정확도, 통계적 오차 등 정량적 검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정밀 수문레이더 

기반 실시간 수문정보 자료를 활용한 스톰 규모

의 초단기 구름분해능 예측모델 개발을 통해 고

분해 강우예측(6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정밀 수문레이더는 기존 대형 

레이더 관측망이 제공하지 못하는 저층(1km 내

외) 강우 등 고분해능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구

(a) High-resolution hydrologic radar (b) Short-term rainfall nowcasting

(c) Urban flood forecasting (d)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FIGURE 7. Urban flood management system based on high-resolution hydrologic radar

(a) Comparison of radar and 

gauge
(b) Observation strategy (c) Quality control technology

FIGURE 8. Testbed operat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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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분해능 예측모델의 입력자료(초기장)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출된 고분

해능 강우 생성 및 예측정보는 실시간 지역 수

재해 정보예측 기술의 입력자료로 사용되어 도

시 수재해 및 돌발홍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및 확보해 나가고 있다(그

림 9).

3. 핵심요소기술 ③: 실시간 지역 수재해 정보 
예측 기술
기존의 수리수문학적 해석을 통한 도시홍수 

예측은 정확하지만 자료의 준비 및 가공, 매개

변수의 조정에 따른 오차율 보정 그리고 프로그

램의 모의수행에 따른 시간 소요 측면에서 아직

까지는 실시간 예측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리수문학적 데이터 기

반의 기계학습을 통한 실시간 홍수예측이 대두

되고 있다. 실시간 지역 수재해 정보예측 기술

은 고정밀 수문레이더 수문정보 생성 및 자료동

화 기술을 통해 산출된 실시간 강우 예측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한 사전재해 대응기술 개발 및 도

시지역 고해상도 실시간 홍수위험지역 Zoning 

(a) Radar radar nowcasting (b) Estimation of radar rainfall (c) Cloud resolving model

FIGURE 9. Observation and prediction technology

(a) Urban flood and inundation analysis

(b) Data-driven urban flood forecasting

FIGURE 10. Real-time water hazard predic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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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다(그림 10). 

이를 위해 단시간에 침수 상황을 신속히 예측·

평가 가능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다양한 강우강도에 따른 시나리오 별 위험배수

분구 도시침수해석 결과를 사전에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자료지향형(data-driven) 도시홍수 예

측기법을 개발하였으며, 고정밀 수문레이더 기

반 강우 예측정보로부터 침수위험도를 제시함으

로써 도시지역 수재해 피해 배수분구 별 홍수경

보 발령 등 신속한 방재대응 및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WHAP, 2018).

4. 핵심요소기술 ④: 스마트 도시홍수 관리 
시스템
스마트 도시홍수 관리시스템 기술은 도시홍수 

감시·평가·예측에 필요한 고정밀 수문레이더, 

기상관측망, 위성 등 다양한 관측자료를 수신·

처리·배포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

으로 고정밀 수문레이더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고정밀 수문레이더 수문정보 생성 및 자료동화, 

실시간 지역 수재해 정보예측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도시홍수 관

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정밀 수문레이더 자

료처리 알고리즘, 가상현실기반(VR) 도시홍수

감시 시각화 시스템, 도시홍수 위험지역 분석 

결과 표출 시스템 등의 모듈을 설계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1). 홍수기에는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

여 호우기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현업화 및 지자체 공동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완성된 시스템은 환경부, 

행안부, 지자체 등 국가 재해관리 전담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도시홍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해외

기관에 기술이전 및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  론
도시지역에서의 국지성 호우에 의한 홍수는 

예고없이 빠르게 발생하고, 시·공간적으로 빈

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

킨다. 결국 도시유역의 성공적인 홍수 관리는 

얼마나 빠르고,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도시지역에서의 국지성 호우를 신속

하게 관측하고 예측함으로써 도시홍수 대응체계

를 고도화하고 관측 및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켜 

도시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도시홍수예보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서울, 부산, 청주 등 도

시침수는 기존 대형레이더, 우량계 관측기술의 

한계로 사전대응을 위한 관측자료 확보가 불가

능할 뿐만 아니라, 국지성 도시호우 감시 및 대

응 시스템 구축의 미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확

대된 측면도 있다. 도시홍수를 대응하기 위해서

(a) Radar observation monitoring system (b) Urban flood visualization system

FIGURE 11. Smart Urban flood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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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보다 도시특성에 맞는 관측의 정밀도 향

상과 이를 이용한 신속한 위험지역을 찾고 적합

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 R&D 사업 일

환으로 고정밀 수문레이더기반 도시홍수 관리시

스템 구축 연구가 착수되었으며, 향후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홍수 피해가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용 및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

회”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미래성장동력 신산업 육성, 자연재해 예보시스

템, 맞춤형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등의 국민 맞

춤형 재해정보 제공 기술력 등 재난·재해에 체

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확보에 중점 투자

가 필요하다. 나아가,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서 

도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스마트 통합재해 

관리시스템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 

추진 중인 고정밀 수문레이더를 이용한 실시간 

도시 국지성 호우 모니터링 및 ICT 기반 지능

화된 홍수 관리시스템 등은 홍수예방 및 선제적 

대응의 핵심 솔루션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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