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이영주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술개발 및 도입이 이루어

지면서 그 활용분야도 넓어지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 세계에 현실을 반

영한 모델을 구현하여 정보(Data)의 생성부터 취합, 분석, 실행까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초에는 산업분야 중심

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공간 중심으로 그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와 연

계된 다양한 첨단기술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최근 국내에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의 구

축의 내용과 기술수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디지털 트윈기술의 정의 및 개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200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마이클 그레이브스 

교수가 제품생애주기관리(PLM)의 이상적 모델로 설명하면서 최초 등장    

하였으며, 2016년 가전업체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에너지, 항공,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Digital Twin”이라는 개념을 적용, 활용하면서 널리 알

려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IoT, Big Data, Cloud, 5G, VR, AR 등 다양한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접목되면서 그 활용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용어 그대로 현실세계에서 실체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 시스템과 이것의 구조, 기능, 동작 나아가 여기서 생성되는 정보까지 



그대로 소프트웨어 시스템(가상세계)으로 만들어 연결함으로써  서로 쌍둥이

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일대일 매핑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정보의 수

집, 수집된 정보의 분류 및 분석, 이를 활용한 제어 및 예측기술을 접목하여 

진화된 개념의 디지털 트윈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물리적 공간과 해당공

간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의 실시간 동기화가 가능한 현재의 기술 환경

에서 디지털 트윈은 가상공간이 아닌 또 하나의 현실 공간화 되고 있다. [그

림 1]은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현실세계(물리적 공정)의 제한

된 정보축적 및 활용이 디지털 트윈화을 통해 다양한 정보(big data)의 통합, 

분석, 처리, 저장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정보들은  AI, 인지엔진 등과 결합하

여 상황판단 및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시각화 및 정보표출, 전달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 디지털 트윈의 영역

                                                             * 출처 : Deloitte Uniersity Press



2) 건축물에서의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최근 발생한 “이천쿠팡물류센터 화재”사례에서 보여주듯이 건축물 또는 사업

장에서의 시스템적 방호와 인적 재난대응의 수준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

진다. 이러한 건축물에서의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실의 시스템 및 재난대응체계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화재안전을 위한 설치 의무화되어 있는 소방시스템의 관제 및 제

어를 위한 수신반, 방재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이외의 재난은 사실상 

인적 관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대응체계도 건축물에 따라 수준의 차이가 

크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또는 내수위

험, 지진에 의한 영향, 정전, 가스 누출 등 다양한 재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관리는 개별 설비의 인적 점검 및 

관리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재난대응매뉴얼이나 재난대응체계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준으로 실제 상황에서 대응 및 시스템의 제어가 제대로 이루

어지기 어렵다. 또한 기반시설이나 대규모 사업장 등은 사용연한이 길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

하게 되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관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각종 재난 위험에 대한 시설의 건전성, 이상 징후에 대한 인

지를 위한 정보 획득의 한계와 이를 보완해야 할 관리인력의 양적, 질적 부

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난대응을 위한 디지털트윈 도

입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3)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재난예방 및 대응기술 사례

재난예방 및 대응 측면에서 디지털 트윈기술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

련 기술들의 융합이 필요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들은 현재 

진행중이다. 2020년부터 진행중인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



지원 통합플랫폼 기술개발”1)이 대표적인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

설은 공동구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구축하

여 재난상황에 대한 관리 및 대응체계는 물론 평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적용을 통한 재난 및 위험 예방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진행중이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기존의 디지털트윈 기술요소인 공간형상 및 정보 가시화, 동기화

기술 개발과 재난상황의 인지 및 판단, 피해확산 예측을 위한 추론기술, 현

장에서의 정보수집 및 초동대응을 위한 센싱기술 및 이동형 지능시스템 개

발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실제 지하공동구에 실증적용하는 단계

까지 진행하게 된다. 

[그림 2] 디지털 트윈기반 공동구 재난안전관리 플랫폼 모형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4개의 다부처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으
며, 총 사업비 330억 규모로 2020년부터 5개년간 진행중은 국가 R&D 과제임. 총괄연구기관은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임 

2)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관리시스템(플랫폼)은 공간의 생성관리 및 정보수집 및 분류, 관리(프로파일링), 
학습기반 위험예측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상황의 발생 인지 및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해당상황에 필요한 정보는 관제센터 및 119종합상황실 등에 실시간으로 표출되며, 현장지휘 및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평상시에는 시설의 이상여부, 시설의 공간환경정보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지며, 출입인원 통제 및 위치확인 및 안전조치 등을 원격으로 관제한다. 이동형 센서 및 초동
대응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로봇이 현장순찰 및 정보획득을 담당하며, 상황발생시 초동대응도 가능하
다. 



단순히 현실의 실시간 공간정보를 가상으로 구현하고 관제, 제어하는 것에 

더하여, 다양한 센싱기술을 통한 정보 수집체계 구축, 이를 기반으로 한 위

험도를 예측, 재난발생시 초동대응을 위한 대응설비의 가동 및 피해범위 산

정 등이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들은 다시 AI를 통한 학습화

를 통해 예측 및 대응기술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높이는데 활용된다. 이를 위

해 특화된 기술요소로서 AI를 활용한 재난위험추론, 시뮬레이션 기반 피해확

대 예측, 이동형 로봇을 통한 실시간 감지 및 초동대응, 빅데이터 기반의 감

지기술 등이 적용된다.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된 디지털 트윈기술 기반의 플랫폼의 현장적용을 통해 

건축물의 시설정보 및 환경정보를 자동측정, 정보화하고 위험도를 실시간으

로 관리, 관제하여 재난에 선제적 예방이 가능함과 동시에 재난발생 이후 초

동대응 시스템 가동, 피해확산범위 예측을 통한 대응단계 진행 등도 가능하

다. 

구분 현재 디지털 트윈기반 플랫폼 적용시

지능형 인력, 경험중심 지능형 관리 서비스

사각지대 수작업 및 특정영역의 인적 관리,감시 직관전 전구간 자동감시, 관제

재난관리 대응 중심의 화재, 재난관리 예측, 예방 + 대응, 확산방지

재난대응 매뉴얼 중심의 정적대응 화재재난상황인지 기반 능동대응

공간정보 정적 공간정보 구축 및 
주기적 갱신 필요 

동정공간정보 실시간 획득 및 
갱신 + 시각화

플랫폼 / 
관리인프라

- 이벤트 발생 여부 확인 수준의 
  수평적 분석
- 기존 현장 시설정보 기반의 
  수신반, 제어반 등 개별적 제어 

- Big data 정보 축적, 재난상황
  단계 및 피해예측이 가능한 
  통합적 분석 및 제어 
- 디지털 트윈기반 복합 통합형 
  플랫폼으로 기존 또는 다른
   플랫폼 연계 확장성 갖춤 

[표 1] 디지털 트윈 적용 따른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변화



4) 디지털 트윈기술의 전망

재난대응체계에 디지털 트윈기술 도입의 기대효과는 평상시 위험요소의 관

리를 통한 예방, 재난 발생이후의 자동화, 지능화를 통한 능동적 대응, 체계

적인 현장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인적 효율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

다. 

사례로 제시한 디지털 트윈기반 재난관리플랫폼 구축은 공간형상 및 공간정

보만 달리하면 다른 건축물 및 사업장으로의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 건물의 

관제제어시스템이나 사업장의 생산관리, 공정시스템과도 연동 가능하므로 그 

활용대상 및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안전관리, 재난관

리 등의 중요성 증가와 건축물의 인텔리젼트화 및 IOT 기술 확대 적용 등 

공간정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관리체계의 도입은 더 

앞당겨질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트윈 재난관리체계가 보편화되면 현재의 개

별 건물, 사업장 단위에서 건물과 건물간, 지역과 지역, 나아가 국가단위로 

확장되어 더 많은 정보생성 및 공유 및 시스템 연동 통한 지역재난안전체계 

구축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재난대응시스템은 단순히 기존의 재난대응에 IT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지능화

된 재난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여, 이를 통해 재난관리 및 대응에 

있어서 인적 역량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실제적이고 현장중심의 재난대

응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한 공간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