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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대규모의 피해를 동반하는 각종 재난,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다. 재난은 불확실성을 지닌 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양한 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등의 안전관
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스마트 환경에
서의 실시간 재난 안전 관리 솔루션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상황실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에
게 1:1 또는 1:N 상황 전파를 수행하여 다자간 정보 공유 및 소통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구성하였다. 즉, 실시간·다자간 HD 영상 송출, 모바일 형식의 보고서 관리, 음성·문자 상황 전파, 위치정보 공유, 녹화 
및 이력관리, 보안 등의 기능을 적용한 솔루션을 설계하였다.
주제어 : 재난 안전 관리, 실시간, 다자간 전송, 스마트 환경, 원격 지휘 통제

Abstract  In recent years, increasing the variety of disasters and accidents that accompany large-scale 
damage. Disasters are accidents with uncertainty and have a direct impact on people's lives, safety and 
property prot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safety management systems 
such as prevention, response, and recovery for various disasters. Therefore, in this paper, a real-tim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olution in a smart environment was designed to systematically respond to 
disaster accidents. To this end, 1: 1 or 1: N situation propagation was performed to the situation room, 
related organizations, and experts through smart devices. Through this, the solution was configured to 
respond quickly and appropriately through multi-party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In 
other words, we designed a solution that applied functions such as real-time and multi-party HD video 
transmission, mobile-type report management, voice / text situation propagation, location information 
sharing, recording and history management,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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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난이란 인간의 생명과 부상 등의 위협은 물론 재산

과 국가적,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적, 사회적, 생
활적 재해를 의미한다. 사회적, 생활적 재해의 경우 사전
에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안전 모드를 충실히 수
행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태풍, 홍수, 
폭풍, 호우, 폭설, 가뭄, 지진, 황사 등 자연 현상으로 인
해 발생하는 재해의 경우 국가기반 체계 붕괴 및 마비 등
의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1, 2]. 자연 재해는 지구의 
자연적인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이다. 홍
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폭풍 
및 기타 지질 과정이 대표적인 자연 재해이다. 자연 재해
는 인명 손실 또는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일반
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구의 회복력(복구 능력)과 이용 가
능한 인프라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킨다
[3]. 대표적으로, 2015년 지진이 발생하는 동안 네팔과 
같은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진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복구하는데도 
수년에서 수십년이 소요될 수 있다[4]. 재난은 지역 사회 
또는 사회적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지역 사회 또는 
자체 자원을 사용하는 사회의 능력을 능가하는 인적, 물
질적,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초래하는 갑작스러운 사건
이다. 재난은 종종 자연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인간의 부
주의와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 
피해 및 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가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예방, 관리
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정부 대책 등은 체계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미
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난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대응
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다[5].

이러한, 재난 관리는 재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비상 
사태의 모든 인도적 측면, 특히 준비, 대응 및 복구를 처
리하기 위한 자원 및 책임의 조직 및 관리로 정의될 수 
있다. 재난 관리는 생물 의학 및 임상 공학 분야의 전문
가가 연구 및 커뮤니티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시나리
오 개발, 파일럿 테스트, 초기 상황 인식, 시스템과 같은 
조직 및 제도적 준비에서 역할을 확장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갖는 여러 분야 중 하나이다. 또한, 취약성 평가, 
회복 지원, 상담, 병원 안팎의 다른 전문가와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 Fig. 1은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위한 체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1.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재난 관리는 위험을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리
하는 원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난 관리는 
재난 발생 전, 발생 중 및 발생 후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
화하기 위해 구현되도록 설계된 일련의 프로세스이다. 재
난 관리를 위한 훈련에는 재난 대비, 재난 대응, 그리고 
초기 재난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사회를 지원하고 재건하
는 것이 포함된다. 재난은 영구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재난 관리 시스템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성공은 구호 활동
에 참여하는 조직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및 조정
에 크게 의존한다[6]. 결론적으로, 모든 재난 관리 시스템
의 성공은 각 재난의 특성과 강도뿐만 아니라 재난의 영
향을 받는 지역의 특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계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
응을 위해 스마트 환경에서의 실시간 재난 안전 관리 솔
루션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상황실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에게 1:1 또는 1:N 상황 
전파를 수행하여 다자간 정보 공유 및 소통으로 신속하
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구성하였다. 제
안한 솔루션을 통해 관제 범위를 확대하여 정밀 대응이 
가능하고, 실시간 재난 현장 상황 파악을 통해 원격 지휘 
통제가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재난 현황 및 관리 
2.1 재난 현황

국내 재난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총 186건의 자연재난으로 218명의 인명피해와 
총 5조 2,51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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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1,498,338건의 산불 
및 낙석 등의 사회적 재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총 214,626건의 화재도 발생하여 644,619명의 응급환
자 발생 및 구급 활동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임시휴교 등이 
실시되었으며,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19년 말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 및 사회적 고립, 경
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도로교통, 
화재, 산불, 철도, 폭발, 해양, 가스, 유도선, 환경오염, 공
단내시설, 광산, 전기(감전), 승강기, 보일러, 항공기, 붕
괴, 수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 놀이시설 등 
사회적 재난 사고 등도 매년 30만건 내외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5].

2018년 사회적 사고(화재, 붕괴 등 23개 유형) 발생은
293,361건으로 전년대비 2,076건(0.7%)증가하였다. 전
년도와 비교할 때 사고 발생 현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도로교통사고와 산불은 감소하였지만 수난, 등산, 
환경오염 사고 등이 증가하여 전체 사고건수는 소폭 증
가하였다[6].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
으로 인해 국가의 일반적인 물류 준비 외에도 운송 및 통
신 인프라 및 시스템, 환경 조건, 지리적 조건 등과 같은 
요소는 인명 피해와 이로 인한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난 관리와 재난 이후 후속조치
를 위해서는 신속한 자원의 보급과 합리적인 배분이 절
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재난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대응 체계가 구축되
어야 한다.

2.2 재난 관리 시스템
재난 관리 시스템은 완화, 준비, 대응 및 복구의 4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로, 완화 단계는 위험이 재난
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파괴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장기 계획 및 투자가 
필요한 다른 세 단계와 차이가 있다. 예방 조치의 특성상 
완화는 재난 영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단계
이다. 완화 단계에서 실행되는 측정은 구조적 및 비구조
적으로 분류 될 수 있다. 구조적 조치는 재난 영향을 완
화하기 위해 기술 발전(예 : 홍수 제방, 기존 건물 강화 
및 교통 네트워크의 교량과 같은 중요한 링크 강화 등)을 
사용하고, 비구조적 조치는 법률, 토지 이용 계획 및 보험 

등의 제도적 기반을 사용한다.
둘째로, 준비 단계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계획과 솔루션을 설계, 적용한다. 이러한 계획 및 솔루션
의 예로는 구호 활동의 물류 사전 계획(필요한 시설 찾
기, 필요한 물품 비축 및 사람, 장비 및 기타 물품 운송 
등),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 재난 관리 시스템에 관한 
모든 측면의 다양한 측면이 포함된다. 또한, 각 참여 구호 
조직의 책임 정의, 운영 조정 및 구호 요원 교육 등도 준
비 단계에 포함된다[7, 8].

셋째로, 대응 단계에서는 필요한 인력, 장비 및 품목을 
재난 지역으로 즉시 파견한다. 일반적으로 의료 기관, 경
찰 또는 군대, 소방관 및 필요한 차량과 장비가 장착된 
수색 유닛의 조합은 강도와 범위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직후에 배치된다. 또한, 대응 그룹의 백업 인력 및 장비뿐
만 아니라 필요한 품목(식량, 식수, 의류, 텐트 및 임시 건
물 구조 및 의약품과 같은 1차 공급품), 자발적인 힘 및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연계도 진행된다. 이와 같이 
구호 활동과 운영을 조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계획
을 준비하는 것이 재난 관리 시스템의 성공에 매우 중요
한 과정이다[9].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이다. 이 단계의 주요 목적은 재
난의 영향을 받는 영역을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다. 
복구 단계는 주로 주택 및 도시 시설의 복원 및 재건과 
같이 사람들의 2차적인 요구와 관련이 있다. 이 단계의 
주요 기회 중 하나는 기본적인 완화 기술을 사용하여 영
향을 받는 지역의 인프라와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10, 11]. Fig. 2는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인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Fig. 2. Disaster management process 

결과적으로, 모든 재난 관리 시스템의 성공은 각 재난
의 특성과 강도뿐만 아니라 재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특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한 재난영상송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7호34

출 시스템, 재난정보 수집·연계 시스템, 재난상황 보고 시
스템, CCTV 정보연계 시스템, 재난정보 분석 시스템, 공
간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재난관리 시스템이 개발, 도입
되고 있다. 그러나, 상황 대응 및 정리 분야에만 중점을 
두어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난 대응 방안이 마련된 솔루
션 개발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재난 시스템을 유기적으
로 연계한 실시간 통합형 재난관리 솔루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간정보 기술, 의사결정지원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술, IoT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
응을 위해 스마트 환경에서의 실시간 재난 안전 관리 솔
루션을 설계하여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 분석, 대
응 연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솔루션 설계
본 논문에서는 재난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

해 스마트 환경에서의 실시간 재난 안전 관리 솔루션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상황실
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에게 1:1 또는 1:N 상황 전파를 
수행하여 다자간 정보 공유 및 소통으로 신속하고 적절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구성하였다[12, 13].

본 논문에서 제안 설계한 실시간 재난 안전 관리 솔루
션은 재난 현장과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재난 
발생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다
자간 HD 영상 송출, 모바일 형식의 보고서 관리, 음성·문
자 상황 전파, 위치정보 공유, 녹화 및 이력관리, 보안 및 
확장성 등을 적용하였다. Fig. 3은 실시간 재난 안전 관
리 솔루션의 주요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Fig. 3. Key features of real-tim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olution

스마트 환경에서의 실시간 재난 안전 관리 솔루션에서
는 현장 영상의 딜레이 없는 전송 및 다자간 공유·소통 

기능, 음성·문자 메시지 전송을 이용한 1:1 또는 1:N 상
황 전파 기능, 영상·음성,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적
절한 대응 기능, 전용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 
관리 기능, 녹화파일 및 이력 저장으로 원활한 사후 관리 
기능 등이 구성되어야 한다[14, 15]. Fig. 4는 주요 기능
을 포함한 전체 솔루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Overall solution composition

3.1 실시간 HD 영상 전송
재난 상황 발생 시 무엇보다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문에서 설계
한 실시간 재난 안전 관리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화질로 현장의 영상을 인코딩하여 전송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 HD 현장 영상 
전송 기능이 필요하며, 이는 현장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실시간 양방향 영상·
음성 전송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고 다자간 연결을 통해
서 원격지에서도 원격지휘가 가능하게 하여 가장 신속히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Fig. 5는 실시간 HD 재난 
현장 영상 전송에 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Fig. 5. Real-time interactive HD video and audio 
transmission

3.2 모바일 보고서
스마트 환경에서의 실시간 재난 안전 관리에서 모바일 

기반의 관리 업무 기능은 정기점검 및 특이사항 보고 등
의 일상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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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기능이다. Fig. 6은 
모바일 보고서 출력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Fig. 6. Mobile report function

3.3 상황전파 기능
상황전파 기능은 재난 관련 상황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담당자가 조직도를 이용해서 즉시 영상을 호출하여 실시
간 현장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즉시 대응이 가능
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또한, 음성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무전기처럼 
대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준다. Fig. 7은 상황에 따라 영상호출, 음성메
시지 및 문자메시지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송출하는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7. Various context propagation function

3.4 녹화 및 이력 관리 
녹화 및 이력 관리 기능은 재난 상황 대응에 대한 모

든 행위를 저장, 관리하는 기능이다. 상황실의 Display
에 보이는 현장의 영상은 그대로 녹화 서버에 저장되어 
보관하도록 한다. 이때, 영상을 전송중인 현장 참석자의 
정보와 위치 정보가 녹화 영상과 함께 저장되어 향후 자
료검색 및 이력 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준다. 또한, 관리자

는 자동 녹화와 수동 녹화를 선택하여 원하는 영상을 수
집할 수 있다. Fig. 8은 녹화 및 이력관리 화면이다.

Fig. 8. Recording and history management func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솔루션을 통해 관제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즉, CCTV 미설치 및 사각지대로 인해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이 불가능한 것을 모바일 단말을 이용하
여 관제범위의 무한대 확장이 가능하고, 무선통신망을 사
용하여 이동식 추적 관제가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보고 
체계를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즉, 현장 인원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영상 전송,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원하는 부분의 영상·음성 
시청, GPS를 이용한 정확한 현장 위치 파악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상황조치를 위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즉, 현장, 상황실, 원격지 근무자 간의 다자간 영상 공
유가 가능하며, 영상호출, 음성메시지 등의 기능을 이용
한 실시간 원격지휘 통제가 가능하여 기존의 재난 시스
템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난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

해 스마트 환경에서의 실시간 재난 안전 관리 솔루션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상황실
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에게 1:1 또는 1:N 상황 전파를 
수행하여 다자간 정보 공유 및 소통으로 신속하고 적절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 설계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실시간 재난 안전 관리 솔루션을 통해 CCTV 미설치 및 
사각 지대로 인한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이 불가능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및 영
상·음성 전송 등을 통해 정확한 재난 현장 파악, 통제가 
가능하며 현장, 상황실, 원격지 근무자 간의 다자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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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공유를 통해 실시간 원격 지휘가 가능하여 상황 대
응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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