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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화재, 수해, 테러 등의 안 사고가 증가하면서 건물 안  시스템 구축을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 유비쿼터스 컴퓨 은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화재 

시 건물 내 생존자를 안 한 경로로 피하기 한 시스템은 이미 여러 로젝트에서 시범으로 보이

고 있다. 이에 필요한 기능은 사용자 치 인식, 화재 감지, 안  경로 안내로 구성된다. 각 기능을 구

하기 해 사용되는 장비는 생존자의 개별 인식에 이용하는 RFID 태그, 건물 내 각 방의 화재 상황

을 감지하기 한 센서네트워크 그리고 사용자 이동을 확인 할 수 있는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화재 상황에서 생존자를 피하기 한 안  경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센서 네트워크와 RFID

를  활용하여 로토타입을 구축하며, 시뮬 이션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1. 서론 

   국내 소방 안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크게 성공

을 거두면서 안 에 분야에서 유비쿼터스 컴퓨 이 

큰 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좋은 로 맞춤형 핸드

폰 의료 서비스가 2006년 9월 12만 명이 등록하 다 

[1]. 안 에 한 서비스  비상 상황 처분야는 

외국에서 이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비상 상황 

처란 사고에 의한 인명 피해나 다른 재해를 최소화

하기 한 노력을 의미 한다. 이 에서도 화재 

처 시나리오가 유비쿼터스 컴퓨  로젝트로 많이 

다루어 졌다. 터  내부 화재 상황 처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3], GPS를 장착한 무선 센서 네트

워크로 산불을 조기에 감지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4]. 한 화재 건물내 생존자의 생체 신호와 치를 

수집하는 센서 네트워크도 개발되었다 [5].

  본 연구에서 건물 내에서 화재발생시 건물 내 생

존자를 안 한 경로로 피 시키는 u-Escape 

system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건물 내 개별 생존

자들에게 안 한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이를 

해 사용자 인식, 화재 감지, 안  경로 추천의 기

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 상황 책 시뮬 이션 

임워크 [2]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별로 분석을 

하 으며 제안된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한 

로토타입 u-Escape system를 구축하 다.

  본 논문은 2장에서 u-Escape system의 아키텍쳐

를 기술을, 3장에서는 실제 구  시 고려사항과 개

발 부분을 설명하고, 4장에서 정량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의 실효성을 분석한다.

2. u-Escape system

   u-Escape system은 화재 발생 시 유비쿼터스 기

술을 용하여 건물 내 사람(사용자)에게 탈출 경로

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화재 시 생존자의 침착

한 응을 해서는 처 방안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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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Escape system의 로토타입 

시스템의 구  구조도

필요하다. 그  화재 발생 기에 생존자를 탈출시

키는 것이 최우선 처 방안이다. 생존자에게 탈출 

경로를 제공하기 해서는 생존자의 치와 화재 

치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일반 건물에 

설치된 유선 센서는 화재 지역이 확산되면서 손상 

되므로 무선 센서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온도

와 RFID를 감지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건물 내 

설치함으로써 화재 시에도 안정 인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2.1 u-Escape Service

  u-Escape system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감시, 화

재 발생, 경로 안내의 로세스로 운 된다. 화재 발

생 로세스는 화재 신고, 화재 지역 치 추 , 생

존자 추 을 동시에 수행한다.

2.2 시스템 아키텍쳐
  u-Escape service를 제공하기 해 생존자 인식 

시스템과 화재 감지 시스템, 안  경로 안내 시스템

으로 구성된다. 

(1) 생존자 인식 시스템

  생존자의 신분, 치나 건강 상태 정보를 수집하

여 원격지에 있는 서버로 송하는 시스템이다. 이

정보는 생존자나 건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수집되

어 서버로 보내진다. 화재에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무선 통신을 이용한다.

(2) 화재 감지 시스템

  건물 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건물 각 부분의 온

도를 수집하여 화재가 발생한 치를 추 하는 시스

템이다. 이 시스템 한 화재 상황을 감안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3) 안  경로 안내 시스템

  생존자 인식 시스템과 화재 감지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건물 내 생존자가 재 치

에서 탈출하기 한 경로를 계산한다. 계산된 안  

경로 휴 용 기기나 건물 스피커를 통해 생존자에게 

달된다. 이 시스템은 원격지 서버에서 가동한다. 

3. 로토타입 시스템 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u-Escape 시스템을 검증하기

한 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는 화재 

발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단순화하여 설계하 다.

3.1 시나리오
  로토타입 시스템은 가로, 세로 4칸의 미로 탈출 

체험 으로 제작되었다. 총 16개의 방을 가지고 있

는 미로는 16개  임의의 3개의 방에 화재가 발생

한다. 방의 조명으로 화재의 유무를 구분하 다. 조

명이 켜진 방을 거치지 않고 생존자가 미로를 빠져

나가면 탈출한 것으로 한다. 다른 방의 조명을 확인 

할 수 없도록 하여 화재가 난 방을 악할 수 없게 

하 다. 시스템의 효용성 평가를 해 생존자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따른다. 첫 번째는 생존자는 어떤 

정보도 없이 직감에 의해서만 미로를 통과하는 경

우,  두 번째는 u-Escape system이 제공하는 탈출 

경로를 따라 미로를 통과 하는 경우이다. 생존자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미로를 통과한다.

3.2 시스템 구  구조
  로토타입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생존자 치 

추 을 한 RFID system, 조도 감지를 한 USN 

system, 조명 제어  원격 모니터링을 한 부가 

시스템, 그리고 main server의 역할을 하는 

u-Escape manager로 구성된다. 로토타입 시스템

의 구동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  u-Escape 

manager에서는 Light system을 이용하여 네 개의 

조명 장치  세 개를 랜덤하게 작동시키면 화재가 

발생되고 생존자는 입구로 진입하게 된다. RFID 

system을 통해 인식되어 u-Escape manager에 달

되는 tag 데이터로부터 생존자의 치를 구해내고, 

USN system을 통해 u-Escape manager에 지속

으로 달되는 조도 센서 데이터로부터 화재 발생 

지역을 찾아낸다. 이러한 생존자 치 정보와 화재 

발생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u-Escape manager에서

는 생존자가 탈출해야 할 출구 정보를 추천해 다. 

이와 같은 상황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원격지에

서 웹 라우 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1) RFI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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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림 2) u-Escape manager 실행 결과

  RFID system은 RFID tag, RFID reader, 

Bluetooth 통신모듈로 구성된다. RFID tag는 16개의 

방을 구별할 수 있도록 고유한 ID 정보를 갖는 

passive 타입의 read-only형을 사용했다. RFID 

reader는 생존자가 휴 하는 장치로서, 

60(cm)x60(cm)x200(cm) 크기의 각 방에 부착된 tag

를 서로 간섭 없이 읽어 들일 수 있도록 인식 거리

가 10cm 안 인 13.56MHz 주 수 역으로 선택했

다. 선택된 리더의 통신 인터페이스는 RS232C로서 

유선 연결을 통해 데이터 송을 하게 되는데, 본 

로토타입에서는 생존자가 휴 해야 하기 때문에 

무선 데이터 송이 가능해야 하므로 Bluetooth 통

신 모듈을 사용하 다. 사용된 Bluetooth 통신 모듈

은 주 수 역 2.4GHz, 통신 거리 100m인 

Bluetooth specification V1.2 규격의 장치로서, 한 

의 Bluetooth serial adapter를 사용하여 각각 

RFID reader와 u-Escape manager에 COM port로 

직  연결됨으로써 adapter 간 무선으로 Bluetooth 

통신을 통해 RFID reader가 인식한 signal을 

u-Escape manager에게 달하게 된다. RFID 

reader와 Bluetooth serial adapter에는 무선으로 이

용하기 해 독립 인 력 공 을 하 다.

(2) USN system

  USN system은 센서노드, 베이스노드로 구성된다. 

센서노드는 조명 장치의 조도를 감지하는 조도센서

와 데이터를 송하는 모트로 구성되어 있고 베이스

노드는 데이터를 송받는 모트와 이를 수집하는 게

이트웨이로 구성되어 있고 u-Escape manager와는 

USB port로 연결되어 수집된 데이터를 달한다. 

모트 간 통신을 해서 주 수 역 2.4GHz의 

802.15.4 로토콜을 사용하는 노드를 사용하 으며, 

센서 노드 간 ad-hoc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1

에 한 번 씩 데이터가 송되도록 nesC 로그래

하여 각 센서 노드에 다운로드하 다. 센서 노드도 

무선으로 이용하기 해 별도의 력을 공 했다. 

(3) 부가 시스템

  로토타입 시스템을 실행시키기 해서는 먼  

화재 발생 상황이 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명 장

치와 이를 웹 환경에서 제어하는 hello device를 사

용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구 했다. u-Escape 

manager에서 조명에 한 제어 명령을 인터넷을 통

해 hello device에 내리면 hello device와 연결된 조

명 장치의 스 치가 on/off 되도록 하 다. 

  IP 주소가 할당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웹

라우 에 속이 가능한 원격지 어디에서나 화재 

발생 상황과 탈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

다. u-Escape manager를 실행시키는 동시에 네트

워크 카메라에 속하면 실제의 상황과 시뮬 이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4) u-Escape manager

  u-Escape manager는 main server 컴퓨터에 구

된 소 트웨어 애 리 이션으로서, Visual C++ 6.0 

언어로 개발되었다. 다음과 같이 6개의 모듈로 구성

된다. 등할 구를 랜덤으로 선택하여 hello 

device를 통해 구 스 치를 제어하는 1) Ligth 

control module, Bluetooth serial adapter를 통해 

RFID reader로 인식된 tag 정보를 수집하여 인식 

치를 찾아내는 2) Tag data collection module, 센

서가 감지한 값을 받아 와서 조명이 켜진 치를 

악하는 3) Sensor data collection module, 생존자의 

치와 불이 켜진 치 정보를 바탕으로 피 경로

를 계산하는 4) Path generation module,  감지된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생존자의 치와 불이 켜

진 치를 출력해 주는 5) Display module, 계산된 

경로에 따라 탈출해야 할 비상구를 방송해 주는 6) 

Message notification module이 있다. 

3.3 시스템 구축  실행 결과
  로토타입 시스템은 60(cm)x60(cm)x200(cm) 크

기로 16개의 방을 미로로 구성하여 4개의 방에 조명 

장치를 설치하고 조명 주 에 센서 노드를 달았다. 

각 방의 바닥 앙에는 RFID tag를 설치하고 사방

의 벽면  출입구에는 표시를 하여 출입구를 인지

할 수 있도록 하 다. 생존자의 신발에 RFID reader

와 bluetooth serial adapter를 장착하여 방에서 바닥

에 부착된 tag를 인식할 수 있게 하 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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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최단경로와 추천경로의 생존율 비교

카메라는 천정에 장착하여 상황 모니터링에 사용했

다. 하드웨어 장비들을 모두 장착하고 원을 켠 후, 

main server에서 u-Escape manager를 실행시키면 

미로의 모습을 보여 주는 메인 화면이 나타난다. 

기화 메뉴에서 화재를 발생시키고 RFID 리더의 

기값을 설정하고, 조도 센서 값을 받아 올 수 있도

록 한다. 기화를 마치고 경로 추천 서비스를 실행

시키면 화재 발생 지역이 표시되고, 생존자가 움직

임에 따라 생존자의 치 변화가 업데이트 된다. 이

러한 상황을 요약하여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출력해 

주고 추천 경로와 안내 메시지도 함께 표 되며, 안

내 메시지는 스피커를 통해 생존자에게 달된다. 

구 된 로토타입은 그림 2와 같다.

4. 결과 분석  토의

4.1 화재 발생 상황 모델링
  개발된 u-Escape의 유효성을 단하기 하여 화

재상황을 모델링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생

존자의 기 치를 시작지 으로, 출구를 도착지

으로 정해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경로를 생성하

다. 이를 반 하여 생존자는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

하는 경우, 출구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 그리고 

u-Escape의 안 경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

화된 화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격자형 미로의 방의 

수를 늘리면서 생존율을 비교한다. 

4.2 시뮬 이션 결과  분석
  미로의 크기를 늘려가며 3가지 경우에 있어 각각 

15번씩 실행하 다. 난수 발생 으로 이동하는 생존

자의 경우 거의 출구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최단 경

로로 이동한 경우에는 미로의 크기에 향을 많이 

받았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격자수가 작은 

4x4에서는 99%의 성공률을 보 으나 7x7과 10x10

에서는 50%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 다. 미로가 

30x30이상으로 커지면서 거의 도착지 에 도달하지 

못하 다. 이와 반 로 안  경로 추천을 받은 생존

자는 90% 정도의 생존율을 보 다. 10%의 실패는 

알고리즘 개선으로 가능한 수치로 여겨진다. 본 결

과로 미루어 보아 건물이 복잡하고 커질수록, 화재 

발생 지 이 많을수록 안 경로 추천이 더욱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추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u-Escape system의 아키텍쳐에 

해 기술하고,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구 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 다. 실제 구 에 필요한 기술  

이슈는 다음과 같다.

서버에서의 정보 장: 서버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

으므로 시스템은 USN의 활용 목 에 따라 일정 기

간 정보만을 유지하거나 이벤트 발생 시만 정보를 

장하는 등의 략을 취한다.

모트의 정보 송 빈도: 모트의 송 빈도는 력 

소모와 연 되어 있다. u-Escape system의 경우 평

상시는 송 빈도를 낮게 유지하다 화재 시 높이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생존자 치 인식 알고리즘: 실제 건물에서는 방, 

계단, 통로 등 다양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다양한 센서를 통해 정확한 치를 추 할 수 있

어야 한다.

경로 추천 알고리즘: 생존자의 화상뿐만 아니라 질

식사도 고려해야 하므로 연기의 이도 방향도 고려해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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