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자연 재난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받고 
최근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 비상사태, 기후 위기
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의 급격한 징후가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
외는 아니다. 자연 재난의 피해가 많은 홍수피해는 
가장 큰 요소인 집중 호우로 인한 강수량이 증가
하면서 계곡이나 하천, 강이 평균치를 넘어서는 경
우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피해 또
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연 재난이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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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되어 재산 및 인명피해로 이어지면서, ICT 
산업 분야를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강수 또는 그 밖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물이 하
천으로 흐르지 못하고 제방을 월류하여 하천 이외
의 지역을 침수하는 홍수는 산림에서도 나타난다. 
산에 내린 비는 흙 속으로 흡수되어 지하 암반으
로 스며들면서 지하수의 수면이 올라오고 하수면 
지면까지 올라오면서 지 표류가 생성된다. 지 표류
가 일어난 곳은 강이나 하천으로 빠져나가면서 홍
수가 발생하게 되며 지역적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홍수에는 현재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스마트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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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발생하는 자연 재난 중 홍수피해는 여름철에 집중되면서 태풍 장마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피
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돌발홍
수 발생 시 최단 거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경로를 검출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QGIS를 사용하여 트랙과 포인터를 생성한 지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로
를 검출한다. 또한 시나리오를 통하여 검출된 경로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돌발홍수가 발생 시 다른 최단 
경로를 검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향후 발생하는 재난 
안전 사고 위험에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한다.

ABSTRACT

Among the recent natural disasters, flood damage is concentrated in the summer, leading to casualties or property 
damage due to the typhoon's rainy season. Much research is being done to reduce this damage.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 system that detects paths and provides them to users using shortest-distance algorithms in the 
event of such sudden flooding. The proposed system uses QGIS to detect paths using topographical data that generated 
tracks and pointers. In addition, other shortest paths are detected and provided to users when sudden flooding occurs 
during evacuation to routes detected through scenarios.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 proposed system will allow 
users to safely evacuate from the risk of future disaster safety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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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바일 기기를 필수로 지니고 있다. 하지만 
산림 지역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기기의 전파를 받
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산림 이용객의 모바일 기기의 
GPS 기능을 사용하여 돌발홍수 발생 시 경로 검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들의 모바일 기기를 사
용하여 GPS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A* Algorithm과 
QGIS를 활용하여 이용객의 현 위치에서 최단 거리
의 대피로를 안내하고 지정된 대피소 정보, mobile 
GIS로 대피로를 제공한다[3, 4]. 또한 대피 중 경로
에 돌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 위치에서 대피
소까지의 경로를 재탐색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대
피로 안내 시스템은 사용자 위치에서 가까운 최단 
거리 대피로를 사용하여 인명피해를 낮출 것이라
고 사료한다[5].

Ⅱ. 본  론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의 GPS 
데이터를 수집하여 위치를 나타내고, A* Algorithm
을 통하여 현 위치 노드와 대피소 노드를 지정하
여 대피로를 안내하고 QGIS Map 서비스를 제공한
다. 표 1은 개발환경을 나타내고 그림1은 시스템 
구성도, 그림 2는 시스템 흐름도, 그림 3은 알고리
즘의 흐름을 나타낸다.

표 1. System development environment
OS Window 10
CPU Ryzen 5 1600 Six-Core 
GPU Nvidia Geforce GTX 1050
RAM 8 GB x 2
Storage SSD 250GB & HDD 4TB

그림 1.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그림 2. system flow chart

그림 3. Algorithm data flow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는 이용객 모바일 기기의 
GPS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 내
에는 사용자의 GPS, 위도 및 경도를 저장하고 대
피소 정보는 휴양림 이름과 주소, QGIS에서 사용
한 지형 데이터도 저장되어 있다. 모바일 GIS 서비
스를 하기 위해 kakao map API를 사용하여 QGIS
에서 지형 데이터를 구현하였고 A* algorithm을 기
반하여 대피로 경로를 탐색한다.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의 GPS를 사용하여 현재 위치에서 최단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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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대피소를 탐색하여 대피로를 제공한다. 이
용객이 받은 대피 경로를 가지고 이동 중 대피 경
로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현재 위치에서 대피소
까지의 경로를 재탐색 후 이용객에게 최단 경로 
대피로 Map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A* 
알고리즘을 활용한 최단 경로를 구하고 대피로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4는 테스트 배
드로 선정한 장태산자연휴양림을 배경으로 대피로
를 안내를 나타낸다.

그림 4. Test Board Implementation Results

III. 결  론

자연 재난 중 홍수로 인한 산림 지역에서 나타
나는 피해는 증가하면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구 및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의 GPS 데이터를 활용하
며 최단 거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돌발홍수 발생 
시 경로 검출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출발 노드와 목
적지(대피소) 노드를 사용한 최단 거리 대피로를 
제공하는 초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실제 휴양
림에서 대피하는 과정과 시나리오, 분석과정을 향
후 연구로써 진행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위해서 실질적인 데이
터를 기반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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