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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ciety increased interest because the scale and size of disaster is getting gradually large. 

However, urban hazard mitigation management of existing system had many problems about prompt 

hazard mitigation (prevention, provision, confrontation, restoration) in the event of disaster.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presents ubiquitous urban hazard mitigation management system of new ideas which 

are fusion ubiquitous technology and urban hazard mitigation management system to solve the existing 

system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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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에 산업이 빠르게 발 하면서 자연환경의 변화  괴, 인간 계의 가치 의 변화로 인하여 재해가 

증하고 있다.  규모가 커지는 태풍, 작스럽게 오는 폭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 자기 이기주의가 팽배

해져 일어나는 테러와 같은 사회  재해, 빠르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부주의한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시설

재해, 이러한 모든 재해가 우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러한 재해를 측하고 방하고, 한 

재해가 일어나면 응해야 하는 도시방재 리시스템은 많은 투자와 제도개선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년 

재해로 인한 국가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 도시방재 동향  문제 을 분

석하고, 최  첨단과학기술의 발 과 함께 떠오르는 유비쿼터스 IT기술을 융합한 도시방재 사 지‧ 방시

스템과 방재시설물, 구호시설단체의 지능  공조시스템을 통해 안 하고 편안한 차세  도시생활을 하기 

한 미래형 유비쿼터스 도시방재 리시스템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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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방재

 

 2.1 재해의 개념

  2.1.1 인 재해

 인 재해는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시설재해와 고의 으로 자행되는 사회  재해 그리고 산업의 발달에 

따라 부수되는 공해 피해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재난을 총칭한다. 시설재해에는 교통사고, 공장화재 등이 

있고 사회  재해에는 테러나 범죄등이 있다.

  2.1.2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자연 상에 기인한 것을 말하는데 그 원인과 결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나  수 

있으며 자연재해를 크게 분류하면 기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지반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지진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질 재해로 나  수 있다. 자연재해는 인 으로 완 히 근 시킬 수 없는 불가항

력 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2.2 도시방재 개념

 도시방재를 간단히 정리한다면, 도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해와 재난에 한 방, 비, 응, 복구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체 으로 말하자면, 재해 책에 련된 모든 볍령이나 도시계획

에 있는 방재에 한 제도나 공공기 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재시스템 등 이러한 모든 것을 말한다.     

 2.3 도시방재의 황

  2.3.1 도시방재의 동향

 첫째, 조직인 라 측면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종합상황실과 자원 리과, 산통신과 등의 1실(5 ), 2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기술 인 라 측면을 보면 서울시의 소방방재본부 119종합방재정보시스템은 신고자 치표시시스템, 차

량동태 리시스템, 화재감시  교통감시시스템, 지도 등 지원정보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119신고 수부터 

출동지령 장 정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인 라 측면으로 서울시는 그동안 별개

로 구축 운 되던 기존의 소방․치수․재설․국가안 ․민방  경보 등 방재 련 산통신시스템을 통합하

거나 연계하기 하여 서울종합방재센터 창설과 연계하여 통합운 시스템을 구축하 다. 

 

  2.3.2 기존 도시방재의 문제

   1) 정보 리 

 첫째, 방재시스템에서는 방재정보를 수집하고, 장하는 것만이 아닌 이를 분석하여 향후 향평가 등에 

한 정보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만 지 의 정보시스

템은 련정보를 집 하거나 그래픽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에 그쳐 재해에 한 정보의 

분석 엄부와 재해 응에 한 사후평가 등을 수행하기 어렵고, 재의 조직  정보 리체계로는 재해수습과

정에서의 반 인 경험들이 체계 으로 리되지 않아 조직의 학습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방재 조직간의 이질성  조직간 정보 달체계의 미흡, 독자 인 정보 리, 재해 ․ 재난 별 리의 

수 차이 등의 문제 이 내재하고 있다. 를들면 서울시, 자치구에 각각의 책본부가 구축되며, 소방상황실

은 독립 운 되고 있지만 재해․재난상황실은 주로 상황 리 주로 운용되며, 소방상황실은 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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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응․지휘통제 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실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하고, 이에 한 정보 

교환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 정확한 상황 응에 미흡한 구조이다. 

 셋째,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산시스템의 구축범 는 재난․재해에 응하는 정보의 공유, 통합상황 리, 

장활동지원시스템 등 재난 응 심의 포 인 범 이긴 하지만 모든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스템은 아니

기 때문에 사고유형에 따라 응  수습활동이 달라지게 되어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한 유형별 상

황 리  참여 응기 의 역할  조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효율 인 정보의 통합이 어려우며, 유 기

들의 업무조율에 있어 문제 이 도출될 수 있다.

   2) 정보특성 

 첫째, 방재정보의 가장 요한 특성은 장의 움직임․상태․특성에 해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여야 하지만 

지 의 방재정보시스템으로 획득되는 정보수집 능력에는 한계가 내포되어 있다. 즉, 상황실에 달되는 정보

는 자 공간 안에서 유통되는 데이터베이스화된 편집정보이기 때문에 실시간 인 상태를 보다 생생하게 

달할 수 없으며, 달된 정보를 상황실에서 분석하고, 이를 다시 장  방재 련기 에 달하는 가정에서 

정보 달의 지체가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둘째, 사고 장과 센터간의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재난 장지휘차가 출동하지 않으면 센터내 생황

리요원이 장에 출동하여 상황 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 련정보 수집  보고․ 에 한계가 있다. 

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주요 시스템은 지진․붕괴․화재․수해 등으로 시스템 체가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경우를 가상한 비가 부족하여 이런 경우 정보의 리  통제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종합방

재센터의 정보가 정부기   유 기  등의 사용자에게는 공유가 가능하지만 방재 련 문연구기 이나 

학, 민간기 , 일반시민들이 근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도 내재하고 있다. 

 셋째, 재해의 발생환경은 일반  행정환경과 달리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행정체계가 처리해야할 업무를 사 에 부 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난에 

한 정보의 상호 공유와 련기 간의 유기 인 조체제는 더욱 더 필요하다. 

3. 유비쿼터스 IT핵심기술

 

 3.1 유비쿼터스 개념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 ‘도처에 려있다' 는 뜻이다. 즉 물이나 공기

처럼 주변 환경에 내재되어 모든 사물과 사람이 보이지 않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공간을 의미를 말한

다. 유비쿼터스 핵심기술인  ‘유비쿼터스 컴퓨 (Ubiquitous Computing)'이란,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

과 사물, 환경 속으로 들어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어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의미이다.

 3.2 RFID / USN

  3.2.1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

RFID 기술은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리할 수 있는 차세  인식 기

술이다. 즉 바코드의 형태에서 좀 더 정보 리 기능  센싱기능을 추가한 스마트한 형태의 태그로 발 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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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USN(Ubiquitous Sensor Networking) 기술

USN 기술은  여러 개의 센서 네트워크 Field가 Gateway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센서 노드들은 가까운 Sink 노드로 데이터를 송하고 센서 노드로 집 된 데이터는 Gateway로 송된다. 

Gateway에서 리자에게 달되는 데이터는 성통신, 유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송될 수 있으며, 이런 

Access Network는 기존의 인 라를 이용한다.

  3.2.3 Wireless LAN

 보통 와이어리스랜이라고 한다. 무선 속장치(AP)가 설치된 곳을 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PDA나 노

트북 컴퓨터를 통해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무선주 수를 이용하므로 화선이나 용선이 필요없

으나 PDA나 노트북 컴퓨터에는 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유선 연결이 복잡한 백화 이나 병원·

박물  등과 시회·세미나·건설 장 등 일시 으로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2002년 12월 

재 보안과 주 수 간섭· 력소모·로 서비스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긴 하나 4세 이동통신 시장을 이

끌어갈 것으로 망된다. 

4. 유비쿼터스 도시방재관리시스템 (u-DPS)

 

 4.1 개념과 정의 

 유비쿼터스 도시방재 리시스템은 주도로 이루어지는 도시재해 방‧ 비‧ 응‧복구의 비효육  한계시

스템을 u-IT 첨단과학기술을 융합하여 재해상황의 신속상황인지를 한 실시간 원격탐지(Real Time 

Remote Sensing)기술과 재해원인의 통합시스템(Total Integration System), 사 인지된 재해상황 응을 한 

재해 련 시설물간 인공지능 커뮤니 이션과 MEMS 연계 방재시설작동, 생명보호를 한 지능  피‧방법 

공지 (Smart Evacuation Information through mobile computer or multimedia), 재해복구를 한 자동피해산

출기능과 보수‧복구공법 과학  선정  산 산출, 반복재해 방기능을 한 도시방재 Feed Back을 총

하는 첨단 IT기술 융합 도시방재 리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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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시방재 리시스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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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u-도시방재 방‧ 응‧복구 구축방안  

  4.2.1 u-도시물순환 방재시스템

 매년 반복되는 태풍, 홍수, 폭우시 등 도시 내에 수직 , 수평  물순환을 통해 많은 양의 강우를 순식간에 

배수, 류, 순환시키기 한 도시방재 주요 인 라로서 홍수를 방하고, 도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u-

시스템이다. 를 들면 태풍이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시 RFID / USN기술이 목 되어있는 우수 류조나 

우수 거와 같은 수리시설물이 험을 감시했을 때 스스로 거의 유량이나 유속을 조 하여 험상황을 

처에 나가며 한 실시간으로 수리시설물의 정보를 앙 제실에 보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재에 나갈 수 

있게 만든다. 

  4.2.2 u-도시방재 시설물 지능화시스템

 유비쿼터스 지능화 개념을 이용하여 자연재해  인 재해, 산업재해 주요시설물을 선정하여, 재해 상황인

지를 통해 시설물 스스로 지능 으로 처 리하는 u-시스템이다. 를 들면, 태풍이나 폭우로 인하여 방재

와 재난이 일어나거나 미리 측할 수 있는 시설물에 RFID을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상태와 리를 

하면서 재난시 시설물이 스스로 작동하여 험상황에 처하며 한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USN)로 앙

제실과 연계되어 모든 상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4.2.3. u-도시안심시스템

 테러와 독극물등 개인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헤치는 특수테러를 비하여, u-City  기존 도시 

고속 유무선 네트워크  CCTV, 지능형 가로등(Smart pole)을 통해 도시 안  해요소를 방하는 u-시스

템이다. 를 들면, 모든 주택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계가 되어 있어 하나의 주택에서 테러나 화재 등이 일

어나면 험감지센서가 작동하여 그 인근주택에 자동 으로 연락이 되어 추후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주며 한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USN)로 이루어져 있어 119나 경찰소와 같은 구조시설에 실시간으로 정

보가 달이 되어 빠르고 정확하게 처해 나갈 수 있게 된다.  

  4.2.4 u-도시안 ․방재 테마 크

 방재교육, 소방훈련등 수십여종의 도시재난 체험코 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가상재난 체험을 직  경험함으

로써 각종 사고의 험성을 사 에 방  처하는 요령을 배울 수 있는 u-도시안 ․방재 테마 크이다. 

를 들면, 기존의 안 ․방재 체험 과는 달리 1․2차원 체험이 아닌 3차원 가상 실 공간에서 직․간 으

로 체험함에 있어 더 실제 재난처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 더 완벽한 비와 처를 할 수 있다. 

  4.2.5 u-도시안 ․방재 경보시스템

 재난 정보 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상  홍수 특보 발령 등 긴  재난 상황 발생시 방송국의 송출장치

를 통하여 해당지역 일반 가정의 꺼져있는 TV와 라디오, 개인 핸드폰을 강제로 작동시키고 채 을 맞추고 

볼륨을 높여 긴 경보상황을 상이나 소리 는 자막으로 단하는 u-시스템이다. 를 들면, 태풍이나 폭

우로 인하여 재난발생시 험감지센서가 작동하여 자기 스스로 를 보내면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USN)를 통해서 성에 달되고 다시 성에서 재난발생 인근지역의 형 에 를 보내서 자동으

로 경보를 나타나게 하고 한 재난인근 주택의 자동알림이 센서가 부착된 TV, 라디오, 휴 폰 등에도 

를 보내 자동으로 켜지면서 험경보와 험경보 상을 보여주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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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국민들의 삶은 더욱 윤택지고 산업은 빠르게 발 하는 시 에서 국민들의 안 과 보호를 맡고 있는 도시

방재 리시스템은 도시의 개발보다 더 요시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도시방재

리시스템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만족한 수 에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도시방재 리시스템은 

웹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기 간의 유기 인 조체제를 이룰 수 없는 근원 인 한계를 가

지고 있다. 한 방재에서 가장 요한 신속성, 실시간성, 정확성의 장 정보를 근하거나 획득하기 힘든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방재에 한 새로운 개념과 에 언 한 한계 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인 유비

쿼터스 기술과 기존의 도시방재시스템의 결합한 유비쿼터스 도시방재 리시스템을 연구하 다. 유비쿼터스 

도시방재 리시스템은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을 사용하여서 기존의 도시방재 리시스템보다 재해․재난을 

미리 측하고 방하며 한 일어났을 시에 즉시 응해 나가 피해규모가 커지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발 단계에 있어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가능성을 인

정받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의 도시방재 리시스템에 하여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에서 큰 의미

를 갖고 있다.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 도시방재 리시스템은 유비쿼터스 기술과 맞물려서 향후에 발 가능성

은 무궁무진하며 우리나라가 재난‧재해에 강한 국가로 거듭나게 만드는 하나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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