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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상을 이용한 침수흔 도 제작

Construction of Immersion Marks Map Using Digit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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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재해 리  응의 일환으로 재해 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해 과거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수치 상을 이용한 침수흔 도를 구축하 다. 

기존의 지형도  지 도를 체하여 생성한 수치 상 기반의 침수흔 도는 침수 련 정보를 표기함

에 있어 그 가능성과 활용성에 을 두고 향후 재해 리 업무효율성 향상  재해 응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차 증가하여 사회 ․경제 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재해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과거의 재해기록을 

기반으로 사 측  응을 한 과학 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해유형의 복잡화 

 다양화로 재해 정보가 방 해짐에 따라 최  분석을 통한 효율 인 재해 리에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자연재해에 한 사 측  응을 해서는 과거재해에 한 과학  

분석  재해 직후의 피해 장에 한 신속한 조사  분석을 통해 재해 련 업무의 효율

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앙정부  유 기 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하여 침수흔 도를 작성하여 재해에 한 황 악  재해원인 분석 등을 

하고 있다. 국내의 침수흔 도는 일반 으로 지형도  연속지 도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어 

일반인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재해지도의 작성 목 이 재해정보를 사 에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피난구조  복구활동 활용에 있다고 

볼 때, 침수흔 도도 일반인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수치 상의 활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침수흔 도를 제작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침수흔 도

 

침수흔 도는 태풍, 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에 하여 침수흔  조사

와 측량을 실시하여 재해지도 작성의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해 제작하고 있다.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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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수흔 도 제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사 상지역 선정과 한지 공사 할지사의 

침수흔  조사  측량을 통한 직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표 1]은 색으로 구분한 침수심

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은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지형도 기반 침수흔 도를 나타내

고 있다.

침수심 기호 RGB코드

0.0m～0.5m미만 255-255-100

0.5m～1.0m미만 210-255-100

1.0m～1.5m미만 100-255-200

1.5m～2.0m미만 100-150-255

2.0m～2.5m미만 000-000-255

2.5m～3.0m미만 100-000-255

3.0m 이상 255-000-000

[표 1]  침수심 도면표시 기호

       

[그림 1]  지형도기반 침수흔 도

3. 수치 상기반 침수흔 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촬 한 수치 상은 상획득 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상

품질이 뛰어나 재해  재난 리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지역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기존의 축척 1:5,000 수치지형도 도곽과 일치시켜 침수흔 도 제작을 

한 기본도를 만들고 과거 침수흔 을 재해지도 작성기  등에 한 지침(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6호)에 의거 제작하 다. 

[그림 2]  수치 상 기반 침수흔 도

4. 결 론

본 연구는 침수흔 도 제작에 공간 상인 수치 상을 도입하여 최 의 재해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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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기 한 새로운 개념의 침수흔 도 구축으로 기존의 지형도  지 도에 의한 침

수흔 도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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