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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 기술

Disaster Information System and AI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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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난정보시스템은 재난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과 컴퓨터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지능형 재난

재난정보시스템의 구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재난에 이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예방, 대비, 대응, 복

구, 지원 단계별로 알아봄으로써 향후 재난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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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난정보시스템은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과 컴퓨터로 이루어

진 시스템이다. 지능형 재난 재난정보시스템의 구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재난에 이용되는 인공지능기

술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지원 단계별로 알아봄으로써 향후 재난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전망을 살

펴보기 위하여 지능형 재난정보시스템의 구조와 재난유형별로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를 살펴한다.

2. 지능형 재난정보시스템

현대사회에 기술이 발전되면서 새로운 위해가 증가한 면도 있지만 오히려 그 기술들이 인하여

그림 1은 BPM/BRMS를 기반으로한 지능형 재난정보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1. (지능형) 재난정보시스템의 구조

2. 재난유형별 인공지능 기술

표 1은 재난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지원별로 구별하여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를 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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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난 유형별 인공지능 기술 적용사례

분류 종류 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

자연
재난

태풍 허리케인감시(예방, 대응, 드론, 빅데이
터) HS3(NASA)

홍수(해안, 돌발, 하천, 도시) 홍수조기경보시스템(에방, IoT, 빅데이
터)

Urban Flood(EU)
The Foresight HSC(영국)

호우 재난감지(예방/대응/지원, SNS, 빅데이
터) Emergency 2.0(호주)

강풍, 
풍랑/조수
지진 지진감지(예방/대응, SNS, 빅데이터) 트위터 지진감지기(미국)

HSMDM(미국)
화산
해일(폭풍해일, 지진해일)
대설/낙뢰, 
가뭄(기상가뭄, 농업용수가뭄, 생황 및 공업용수가
뭄)
황사
조류대발생(녹조, 적조)
한파
기타(폭염, 우박, 산사태, 싱크홀, 우주재해)

사회
재난

화재 소방방재로봇(대응, 로봇, 비전/로봇) 지능형 로봇 올루(독일)
빌딩화재진압로봇 FireSpy(영국)

붕괴
폭발
교통(도로, 항공, 철도, 해양)
화생방
환경오염(수질, 대기, 토양)
국가기반체계마비(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
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정보주요시설, 식용
수)

구조로봇(복구, 로봇, 비전/로봇)
후쿠시마원전 구조로봇(일본)
구조로봇 퀸스(일본)
재난감시용무인비행기(일본, NEC)

감염병(풍토병, 유행병) 전염병 예측(대응, SNS, 빅데이터) 독감 트랜드(미국, 구글)
가축전염병(1종, 2종, 3종)
기타(기상가뭄, 농업용수가뭄, 생황 및 공업용수가
뭄)

안전
관리

건축시설
생활 및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예방, IoT, 빅데이터)
산업 및 공사장
정보통신
보건식품
기타

생활
안전

수난사고
산악사고
전기(감전)사고
가스사고
기타(안전의식, 교통안전, 가정안전, 화재안전, 놀
이여가안전, 공공장소안전, 산업안전, 폭력예방, 어
린이 안전)

범죄예측시스템(예방, CCTV, 빅데이터)
CrimeMapping(미국)
RTCC(미국, 뉴욕경찰)

인공지능 기술은 자연언어처리, 음성인식, 컴퓨터비전, 지식기반 시스템, 빅데이터, 계획, 학습,

로봇기술, 시뮬레이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지능처리 프로그램이라고 볼 때

재난관리를 위한 입출력 정보 인프라들은 SNS, IoT, USN, WSN, CCTV, 드론, 로봇, 등이 있다.

표 2. 는 재난관리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ICT기술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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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난관리 단계별 인공지능 기술

단계 내용 인공지능/ICT
기술

에방단계
GIS등을 이용한 과학적 재해유형의 분석 및 관리정책 도출하고, 재난 피해예측기술을 이용한 피해예
측 및 재해영향을 평가하며, 재난피해 예측기술을 통한 위험지역, 시설물들의 파악 및 성과를 평가한
다. 

기계학습
(딥러닝)

대비단계
각종 시뮬레이션와 VR의 개발로 실제에 가까운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계획 매뉴
얼 수립하고, 장비, 인력, 대피소, 병원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율적 자원관리 수행하고, 실
시간 경보체계(Realtime Warning)를 구축한다. 

IoT
CCTV
VR
지능형 시뮬레
이션

대응단계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 상황파악 및 대응시 필요한 정책 결정의 정확성을 기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지휘통신망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긴급대응을 위한 자원관리, 인력관리, 사고상황 기
록, 등을 수행한다. 

IoT
기계학습
(딥러닝)

복구단계
최신기술을 활용한 피해조사의 과학화 및 신속화하고, 인공위성, 비행기, GIS, 건축물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가 가능하게 하고, 방재시스템 및 최신기술을 통한 복구기금관리, 
피해시설의 입력관리, 이재민 실태정보입력 관리한다.

드론
컴퓨터비전
재해로봇

지원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 배정, 안전문화 홍보 및 활동, 국제 협력, 그리고 연구 과제를 진행한다. 

4. 결 론

인공지능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언급되는 사회전반적인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재난관리 또한 인공지능과 ICT 기술의 발전으로 재난정보시스템은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재

난관리분야가 학제적인 이고도 종합적인 분야이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재난관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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