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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19 긴급구조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축된 소

방 신고접수시스템이다. 119 긴급구조시스템을 활용한 상황관제요원들의 사건사고신고 접수능력은 사건사고로

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된다. 119 종합상황실에 투입되는 신규인력

과 재배치되는 인력들에 대하여 상황실에서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한 교육훈련이 절실

하게 요구되나, 긴급구조시스템은 고가이고 소방본부에서 상시 운용되고 있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공동 활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은비용으로 다양한 종류의 재해/재난에 대한 사건접수/출동지령/상황관제 등의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119 종합상황실 교육훈련시뮬레이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ABSTRACT

119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119 IEMS hereinafter, is specialized command and control system for fire H.Q., that supports

effective response activity at Fire, Rescue, and First Aids; it covers the emergency call taking, dispatch command delivery and situation control after

dispatch command. While the efficiency of emergency response activity of call-taker and dispatcher is directly linked to the capability of qualified

response in protecting the life and properties at real-time emergency condition, there is not any similar simulator system that can be used for

training purposes for newly allocated personnel or beginner of emergency call taking and dispatch activity - 119 IEMS in fire H.Q. is the operation

system that cannot be shared with other purposes, and they’re highly expensive ICT system and infrastructure to be used as training and education.

119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imulator System, 119 IEMS Simulator, was developed to be utilized in low cost for the training of 119

emergency call taker and dispatcher, and it can be used in training of various types of disaster and emergency handling, spans to emergency call

taking, dispatch command, and field report and situation control after dispatch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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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적재난은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1999년

6월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2003년 2월 대구지하

철화재참사 등 후진국형 재난으로 엄청난 사회적비용

을 초래하였으며 각종 시설이 고층화, 대형화되고 복

합상영관, 찜질방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급증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재난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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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광역화된 119 신고접수시스

템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1-2]. 광역화된 119 신고

접수시스템은 1996년 서울과 대구소방본부의 긴급구

조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구)소방방재청

에서 그동안 수차례의 표준화사업 과정을 거쳐 개발

된 프로그램과 2012년 수행한 “2012 긴급구조 표준응

용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전

국 18개 광역시도에서 현재 운용 중에 있다[3]. 과거

에는 유선전화 위주의 신고접수로 호제어시스템(CTI

: Computer Telephony Interface)과 KT-EDS를 통해

전화가 설치된 정확한 위치조회가 비교적 쉬웠으나,

요즈음은 이동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전화의 사용

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동전화를 이용한 신고(전체 신

고건수의 70-80%)가 주가 되고 있으나, 이동전화를

이용한 사건의 신고접수 시에 수집되는 신고자의 위

치정보가 매우 부정확하며 위치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다[4-10].

119 신고접수시, 상황실 신고접수요원과 신고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현재 제공되는 위치정보

가 부정확하다는 것과 재난위치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119 신고접수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4]. 119 신고접수 시 상황실의 신고접

수요원이 수집하여야 되는 필수정보는 사건이 발생된

정확한 위치, 사건의 정황 및 상황 그리고 지속적인

사건 정보공유를 위한 연락처의 획득 등으로, 출동대

원들이 사건의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신

규 임용되는 상황실 신고접수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

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용 119 신고접수시스템은

전무한 상태이며 일부 이론교육과 실제 소방본부의

상황실에서 신고접수를 받는 상황을 견학하는 수준으

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119 종합상황실 교육훈련

시뮬레이터의 개발 및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국 광역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용되

고 있는 고도화된 119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에 적합하게 119 훈련시뮬레이터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Ⅱ. 본 론

2.1 119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의 이해

119 종합상황실 교육훈련시뮬레이터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광역시도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운용되

고 있는 신고접수 시스템인 고도화된 119 긴급구조시

스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도화

된 119 긴급구조표준시스템[3]은 그림 1과 같이 각종

재난에 대한 119 신고접수단계, 출동 및 작전수행단

계, 임무수행 종료단계 등 전체 단계 작전수행을 위하

여 지령운영, 관제운영, 지원정보, 통계, 운영관리 등

5개의 단위시스템과 특수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긴급구조시스템 구성도
Fig. 1 Diagram of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2.1.1 지령운영시스템

다양한 매체(유/무선전화, SMS, 인터넷, 자동화재

속보기, SNS, 앱 등)를 통한 사건신고접수와 신고자

에 대한 위치정보 조회기능과 재난에 따른 자동/수동

출동대 편성과 소방서소 지구대와 유관기관에 재난정

보를 전파하는 기능을 한다. 신고자에 의한 사건 신고

접수부터 출동대 편성 및 출동지령과 지령전파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2.1.2 관제운영시스템

지령운영시스템과 연계하여 출동대가 출동한 이후

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일련의 활동을 관제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관제처리, 사건진행 상황관리, 추가 출동

대편성 등과 관제 현황조회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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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정보지원시스템

지령운영과 관제에 필요한 서/센터의 인력과 장비

등의 기본정보와 소방대상물, 소방용수, 의용소방대원,

병원, 유관기관 등 동원가능한 자원의 관리에 대한 조

회, 검색 등의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2.1.4 통계시스템

시·도 소방본부에서 발생된 화재, 구조, 구급, 기타

등의 긴급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긴급구조 통계와 구

조, 구급별 현장활동 정보에 대한 입력과 통계집계 업

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신고접수된 긴급구조 사건

과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정보에 대한 입력자료 등을 연계서버를

통해 중앙소방본부에 제공한다.

2.1.5 운영관리시스템

운영관리시스템은 시·도 소방본부의 효율적인 시스

템 운영, 감시, 장애대처를 지원하기 위하여 호제어시스

템, 자동응답시스템, 지령시스템, 통합무선제어시스템,

일제방송시스템, 녹취시스템 등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의

주요 구성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장애감지 기능을 제

공하고, 신속한 시스템 점검 및 장애원인 분석에 활용

할 수 있는 로그분석 기능 및 주요 장비에 대한 운영

이력 및 장애현황 통계보고를 수행하여 효율적으로 시

스템 운영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

2.1.6 특수장비

긴급구조시스템의 향후 확산과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특정제품에 종속되지 않고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장비들에 대한 표준기능을 정의하였다. 특수장비는

지리정보, 호제어, 무선, 방송, 녹취, 자동응답/문자음성

변환, 차량관리 시스템 등으로 개별기능은 다음과 같다.

2.1.6.1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metric Informati-

on System)시스템

접수된 사건에 대한 위치 조회 및 검색, 기본도 및

소방주제도와 관련된 레이어에 대한 조회, 검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령운영, 관제운영, 정보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1.6.2 호제어시스템

교환기로부터 착신된 119 신고전화를 교환기/CTI서

버의 분배로직에 따라 가장 적합한 종합접수대를 결정

하여 호분배 지시하고 이에 따라 교환기는 호를 분배하

고 종합접수대가 신고전화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지 모

니터링 등 최초 신고접수부터 착신 완료시까지 종합접

수대의 상태 및 프로세스를 감독하며, 후 순위 착신 호

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분배가 진행되도록 하는 업무를

지원하며 각종 긴급구조 신고전화를 전산체계(교환기,

ARS, 문자음성자동변환기(TTS : Text To Speech)연

동 등)를 통해 지능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

한 긴급구조 상황전파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2.1.6.3 무선시스템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및 지휘관이 관할 구

역 내의 효과적인 무선교신을 하는 시스템으로 무선

서버, 무선주장치, 원격기지국 단말기, 무전기 등으로

구성된다. 원격 중계, 기지국 무전기로 송신/수신하는

통합 인프라로 119 신고접수부터 상황종료시까지 관

제자가 소방본부, 서/센터, 현장 출동대 및 출동차량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시스템이다.

2.1.6.4 녹취시스템

119 신고전화를 접수한 종합접수대의 통화내역, 방

송과 관련된 음성지령 내역, 현장과 본부의 무선 교신

내용을 녹음, 재생, 저장 및 검색하는 업무를 수행하

며, 접수된 신고내용의 재확인, 관제자가 추가 정보

확인, 유관기관으로 상황전파/협조요청 및 현장에 대

한 상황관제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용을 재확인하거나,

신고자 및 관련자와의 분쟁·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근

거자료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119 신고전화, 행

정용 전화, 비상용 전화, 방송지령, 무선 신호가 전달

되면 국선단자함(MDF : Main Distribution Frame)

단자를 통하여 녹취서버로 전달되어 녹취된다.

2.1.6.5 방송시스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각 서/센터, 119 지역대에 출

동지령 방송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하달하는 등 방송

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며 개별,

그룹, 일제의 유형별 방송 조작, 예고방송, 방송 통화

음질의 향상, 조작의 편리성 등을 통해 본부 종합상황

실 또는 서/센터 등의 지령업무 및 의사소통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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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자동응답시스템/문자음성자동변환기

119 신고접수시 교환기, 호제어시스템과 연동하여

호폭주 시 접수 안내를 위한 음성안내기능으로 자동

응답시스템과 음성변환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교환기는

전화기 호 착신가능상태를 판단하여 호폭주 상태일

경우 ARS로 호를 전환하며, 만일 동일재난지역 신고

일 경우 ARS는 TTS와 연동하여 동일재난 멘트를 송

출한다. 신고전화 폭주시 접수대기, 장난전화에 대한

음성안내, 대형 긴급구조시 동일지역내 동일한 긴급구

조요청 안내기능 등을 제공한다.

2.1.6.7 차량관리시스템

출동차량에 설치된 단말장치에 실시간 위치정보 및

경로정보, 주변정보 등을 제공하며 현장활동 업무를

지원하여 긴급상황 시 효과적인 상황대처 업무를 수

행하는 시스템으로 차량관제서버와 차량용단말기 시

스템으로 구성된다. 출동지령, 출동차량의 주행안내

(navigation), 출동 중 경로표시, 출동지령 확인, 주요

정보조회 및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다.

2.2 119 종합상황실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 개발

119 종합상황실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고

도화된 119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의 기능에 신고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신고장치 에뮬레이터, CTI, 무선, 방

송 등 고가의 특수장비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뮬

레이터, 각종재난에 대한 종류별 훈련을 위한 훈련시

나리오 저작프로그램, 교육훈련평가 수행 및 관리를

위한 평가관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2. 119 종합상황실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
구성도

Fig. 2 Diagram of 119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imulator system

2.2.1 에뮬레이터 개발

신고접수와 출동지령전파 과정에 필수적인 교환기,

호제어, 방송, 무선 등의 시스템은 고가로 각각의 기

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로 개발하였다.

교환기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하여 ASTERISK를

활용하였으며, 신고자의 위치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하고 유선전화를 통하여 신고접수하는 것으로 구성하

였으며, 신고자의 위치는 GIS상에 표시된다.

CTI 에뮬레이터는 모든 수보대의 접수가능 상태와

ASTERISK로부터 인입되는 신고전화를 적절한 곳에

분배 될 수 있도록 한다. CTI 에뮬레이터는 긴급구조

시스템으로부터 수보전화의 상태를 전달받아 접수 가

능 여부를 표시하며, 각 수보대의 접수 가능 여부에 따

라 인입된 신고전화의 분배 여부를 결정한다. 수보 가

능한 단말이 없을 경우엔 신고전화를 ARS 에뮬레이터

로 전달하여 ARS 대기멘트를 송출하도록 한다. 그림 3

은 CTI 에뮬레이터의 신호처리 흐름을 나타내었다.

무선 에뮬레이터는 긴급구조시스템(터치패널(무선))

과 ASTERISK와의 연동을 위한 무선서버로 이루어져

있다. 시뮬레이터 환경에서는 실제 무선장비를 대신하

여 무선주장치 에뮬레이터와 무전기를 대신하는 단말

을 이용하여 통신을 한다.

방송 에뮬레이터는 긴급구조시스템(터치패널(방송))

과 ASTERISK와의 연동을 위한 방송서버로 이루어져

있다. 시뮬레이터 환경에서는 실제 방송장비를 대신하

여 방송 주장치 에뮬레이터와 방송단말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수보대에서 서/센터로 방송한다.

각 수보대에서는 긴급구조시스템(터치패널)을 이용하

여 방송을 하고자 하는 서/센터를 선택하여 방송한다.

그림 3. CTI 에뮬레이터 처리 과정
Fig. 3 CTI emulato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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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훈련시나리오 저작 프로그램 개발

소방본부 상황실에 신고 접수된 사건의 녹취내용을

분류하여 재난유형별로 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사건별

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시나리오를 문자음

성변환기를 활용하여 신고자부분의 녹취를 재구성하

였고 상황실 담당자가 음성응답부분 및 프로그램 입

력창에 접수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였

다. 저작된 각각의 프로그램은 전체 시나리오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팝업창 처리를 하였으며, 교수요원이 상

황을 손쉽게 운용 및 시나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고정된 시나리오가 아닌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이 가능하도록 훈련 시나리오 저작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전화신고 뿐만 아니라 영상, 문자 등의 신고가

가능한 다매체로의 신고 유입 시나리오도 작성이 가

능하도록 하여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훈련시나리오 저작프로그

램 내에서 신규 시나리오를 작성하거나 기존에 작성

한 시나리오를 수정한다.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신고 종별, 규모, 주소 등 대

부분의 내용을 정의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에 출동할

차량들의 차량상태 변경 시점 및 무선 통신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2.2.3 교육훈련 평가관리시스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교육훈련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훈련대상자의 신고접수 및 질의응답의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훈련대상자가 신고에 대해 적

절하게 대응하였는지, 신속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해

적절한 종류의 출동차량을 편성하여 출동시켰는지 등

의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하고 추가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도록 개발하였다.

교육훈련 진행날짜와 교육훈련대상의 이름으로 검

색을 하여 교육훈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각 교육

훈련 결과를 선택함으로써 신고접수 내용과 관제 진

행상황, 신고접수부터 출동지령, 접수종료 및 재난종

결까지 소요된 시간 및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교육훈

련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119 종합상황실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

운용

감독관이 신고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훈련 시나

리오를 가상의 지점을 지정하여 실행하므로써 훈련시

스템은 시작된다. 훈련 시나리오의 신고자 메시지는

TTS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변환되고 가상 신고전화를

발신하여 교육훈련대상에게 연결된다. 교육훈련대상은

훈련 시나리오에 정의된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현장

대응 자원을 편성하여 출동시킴으로써 훈련 시나리오

는 종료하게 된다. 교육훈련대상이 수행한 가상 신고

자와의 통화 및 출동지령 메시지의 녹취와 신고접수

처리 및 현장 대응 자원 편성 정보를 관리자가 교육훈

련 평가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최종 평가한다.

감독관 한 명이 훈련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훈련대

상 한 명 또는 두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상

황을 시험하였다. 절차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감

독관이 실제 신고상황을 참조하여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동시에 훈련할 교육훈련대상 수에 맞추어

임의의 지점을 재난 지점으로 지정하여 훈련 시나리

오를 시작하였다. 교육훈련대상은 각자에게 연결된 가

상 신고전화와 통화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여 현장 대

응 자원을 편성 후 출동지령하였다. 출동지령에 의해

생성된 출동지령서는 감독관이 즉시 확인하였고 감독

관의 가상 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완료와 함께 훈련

시나리오가 종료되었다. 훈련 시나리오 운영 중에 무

선 에뮬레이터를 통하여 현장과의 통신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추가 대응도 교육훈련대상이 수

행하였다. 훈련 시나리오 종료 후 감독관은 교육훈련

평가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녹취 내용과 등록된 사

고 처리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대상에 대한 평가

를 하였다.

그림 4. 119 종합상황실 교육훈련시뮬레이터 시스템
흐름도

Fig. 4 119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imulator system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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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정에서 발견된 보완해야할 부분은 사전교육

을 통하여 훈련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인지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구성된 훈련시스템은 교육훈련대상의 음

성에 반응하여 유동적이지 않고 정해진 순서와 시간

간격에 따라 가상 신고 메시지가 송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긴급신고를 접수할

때 수집해야할 정보의 숙지, 실제 신고접수 상황에서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의 숙지, 신고 상

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 및 적절한 대응 자원 편성과

같은 부문에서 훈련시스템의 운영 효과는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음성에 반응하여 유동적인 상황 설명은 지금의 기

술로는 원활하지 못하나 가까운 미래에는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TTS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간의

1:1 훈련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도 있다. 즉 누

군가가 신고자 역할로 가상 신고 전화를 거는 훈련

시나리오를 활용하면 더 복잡한 상황연출도 가능할

것이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광역시도 소방본부에서 사용하고 있

는 고도화된 119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119 종합상황실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

을 소개하였다. 119 종합상황실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의 용도는 현재 광역시도 소방본부에서 사용하

고 있는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의 시스템을 개발시에 실제 소방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적용하기 전에 성능과 영향

을 평가하는데 있으며, 다음으로 신임 상황관제요원에

대한 교육과 현업에 종사중인 상황요원에 대한 보수

교육용이다. 교육훈련시스템은 실제 재난신고접수 상

황을 재현하기 위한 훈련시나리오 작성프로그램과 교

육훈련 평가를 위한 평가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119 종합상황실 교육훈련시뮬레이터 시스템

과 현재 일부 소방본부에서 구축 활용중인 GIS기반의

소방대원 현장진압훈련시스템을 결합할 경우 신고접

수에서 현장진압과정까지 재난대응 전체단계에 대한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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