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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시대의 재난은 사회재난, 자연재난, 복합재난 등 재난 유형의 복합화와 대형화뿐만 아니라 지역적

으로 특성화된 재난의 발생빈도의 급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재난대응 훈련 수단은

재난대응 협업기능 간 최적화된 수단의 부재, 실제 동원훈련의 비효율성, 그리고 주기적, 정례적 훈련 실시

의 어려움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훈련수단의

개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훈련 시뮬레이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증강현실기반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의 연구개발 내용을 소개

하고 목표와 기대성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keywords : 재난대응 훈련, 훈련 시뮬레이터, 증강현실 시뮬레이터

1. 서 론

사회적 재난과 안보재난 그리고 자연 및 인적재난의 위협이 복합적으로 대형화하여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재난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재난대응훈련 체제로는 갈수록 다양화하고 급증하는

재난대응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재난실패의 원인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재난대응 전체 훈련 도구의 개발 및 보유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증강현실기반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 개발은 현재 한국 재난대응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고도화

된 재난에 대한 대응 협업역량 부족 및 미숙의 취약성 극복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광범위한 재난대응 역

량 기관을 수용하는 효과성 높은 재난 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재난관리 체제와 대응방식이

변경되어도 그에 맞춰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이 쉽게 적용 가능한 시뮬레이터 개발을 목표로 한다. 중수본이

나 지대본 운영을 목표로 재난발생부터 복구까지의 전체적인 대응훈련 시뮬레이터를 조기에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재난안전전략 구현에 큰 기여가 예상되며 투자비용 대 재난대응 역량 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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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해외의 대표적인 재난대응 훈련 시뮬레이터

대표적인 가상현실기반 혹은 증강현실기반의 재난대응 훈련 시뮬레이터로는 미국의 ADMS (Advanced

Disaster Management Simulator, ETC Simulation사), 이스라엘의 HLS2 (Homeland Security Simulation

System, ELBIT System사) 등의 모델이 존재한다. ADMS는 70개의 초기대응팀이 동시 참여 가능한 훈련

시뮬레이터로, 자연재해, 초고층화재, 항공기추락, 폭발사고 등 다양한 인적, 사회적, 자연 재난에 대한 훈련

이 가능하다. HLS2는 국가안보 재난에 특화된 훈련 시뮬레이터로 14개 정부기관과 42개 초기대응팀이 동시

훈련 참여가 가능하다.

2.2. 증강현실기반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 (AERTS)

개발하고자 하는 ‘증강현실기반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 (Augmented Reality Emergency Training

System, AERTS)’ 는 증강현실 기반 실시간 양방향성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를 목표로 한다. 13개

협업기능에 대한 표준안과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다기관협업체제 (Multiagency Coordination System, MCS)

와 현장지휘체제 (Incident Command System, ICS)를 모두 구현하여 지역재난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원본부

모두 동시 훈련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또한 MCS와 다수의 ICS간 Web 3.0 기반 실시간 연

동 기술을 지원하여 원격접속을 통해 멀리 떨어진 시군구에서도 동시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뮬레이터 개발 방향은 미리 선정된 대한민국의 실제 도시에 재난 상황을 연출하고 13개 협업기능을 중

심으로 재난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재난 상황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훈련을 받는 사용자들은 각자 13개 협업 기능의 팀장과 지휘자의

역할을 맡아 지휘 대응 대처를 표준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이후 진단 평가를

통해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 매뉴얼 수행 능력과 프로그램 진단을 통해 재난대응에 대해 협업과 대처가 가능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AERTS 개발의 주된 목적이다.

2.3. 국내 훈련에 미칠 영향

한국의 재난대응 훈련은 안전한국훈련, 민방위훈련, 긴급구조 훈련, 소방훈련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재난 유형별로 표준화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이뤄지면 보다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

한 체계적 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결 론

증강현실기반 재난대응 통합훈련시뮬레이터를 개발함으로써 반복적인 도상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시

재난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른 재난대응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가 기대되며, 프로그램을 조

기에 개발하여 실제 훈련에 활용함으로써 획기적인 재난대응훈련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독자적인 기술

구축을 통한 외화유출 대체와 타분야 시뮬레이션 개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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