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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음성피난유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리정보에 의

해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피난 유

도시키려면 피난자가 피난유도 정보의 내용을 알아

들을 뿐만 아니라 피난 방향도 지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음원의 방향감각 인지에 

도움이 되는 선행음효과를 이용한 음성 피난 유도음 

시스템을 도입하고, 음성정보를 활용하여 유도음에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함으로서 보다 

더 효과적인 피난 유도 시스템을 적용에 대한 연구

를 하였다.

2. 실험개요

2.1 개요
근래 들어 건축물의 구조와 형태가 대규모화 되

어감에 따라 대규모 공간내부에는 화재하중이 큰 내

장재료, 사무기기 사용이 많아 화재 발생시 인명피

해가 많다. 그리고 화재 발생시 연소생성물인 화염, 
연기, 유해성가스 등에 의해 피난행동에 침해를 받

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형 집회시

설 공간을 대상으로 모의피난실험 실시하여 음성피

난유도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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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험에 참가하는 

피험자들의 안전을 위해 바닥이 평탄하고 위험요소

가 없는 공간으로 D대학교 체육관을 선정하였다.

2.3 실험조건
화재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피험자에게 특수 제작

한 27%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지는 불투명 안대를 

착용시킴으로써 연기로 인한 시각적 장애가 있는 피

난 환경을 모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피난유도음은 신호음과 여성 아나

운서 음성으로 녹음된 “띠리링-띠리링- 비상구는 여

기입니다” 문구를 이용하였다. 또한 선행음효과는 

선행연구의 청감실험결과 중에 음압레벨이 동일할 

경우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인 20ms로 설정하였다.

Figure 1. 실험별 스피커 및 출발위치

2.4 실험방법
실험은 Figure 1과 같이 마루의 면이 정방형의 

건물공간이 있고, 그 네 귀퉁이에 피난구(A-D)를 상

정하여 특정 방향(A)에 존재하는 피난구로 유도하는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1은 실험방법에 따른 스피커의 위치와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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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효과의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피험자들은 20에서 30대까지, 남성 12명, 여성 10

명으로 총 22명 D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였다.
각 개인별 피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피험자들

의 앞쪽과 뒤쪽에 번호표를 부착하였으며 부착된 번

호표를 통하여 피험자들이 음성 피난유도음에 대응

하는 것을 시간 순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 실험방법에 따른 선행음효과의 조건

구 분
선행음효과

비고
선행음 후속음

Case 1 - -
4방향에서

 피난유도음 발생

Case 2 - -
2방향에서 

피난유도음 발생

Case 3 - -
1방향에서

피난유도음 발생

Case 4 Sa Sb, Sd 선행음효과 검증

Case 5 Sa
Sab, 

Sad

등거리에서 피난유도음 

재생으로 선행음효과 

평가

Case 6 Sa
Saab, 

Saad

음압레벨 상승으로

선행음효과 평가

Case 7 - -

피험자들의 

출발위치 변경

(P2)

Case 8 Sa Sb, Sd

Case 9 Sa
Sab, 

Sad

Case 10 Sa
Saab, 

Saad

3. 측정결과 및 분석

Table 2는 각 Case에서 가장 빠른 피난 시간, 평

균시간 그리고 가장 늦은 피난 시간을 보여주고 있

다. 
피난유도음을 인지하고 출발지점이 P1에서 올바

른 피난구까지 가장 빠르게 피난하는 경우는 피난시

간이 11초인 선행음과 후속음이 6m 간격으로 설치

된 Case 6으로 나타났다. 선행음효과가 없는 Case 
1과 Case 2의 경우에도 가장 빠르게 올바른 피난구

로 대피에 소요되는 시간은 16초와 13초로 빠르지

만 전체 평균으로 봤을 경우에 실험조건별 대피시간

이 가장 많이 소요되었다. 
다수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단순하게 피난유도음

을 들려주었을 경우에는 각 피난구 방향으로 이동하

였던 피험자 중에서 다시 안전하고 올바른 피난구를 

찾기 위해 대피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다수의 방향

에서 들려오는 피난유도음으로 인해 방향감을 상실

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행음효과를 활용하여 피험자에게 피난유도음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피험자들이 방향감을 인지하여 

올바른 피난구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또한 

잘못된 피난구로 대피하더라도 다시 안전하고 올바

른 피난구 방향으로 쉽게 이동하였다.

Table 2 실험조건별 피난시간(sec)

구 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case

9
case
10

가장 빠름 16 13 14 12 16 11 24 21 19 13

가장 늦음 212 135 53 69 110 43 51 98 132 62

평균 93 52 31 31 36 26 39 55 51 33

4. 결  론

본 실험은 비상시 인명피해의 위험요소인 연기발

생에 따른 시야장애 상황을 연출하여 음성피난유도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피험자들의 피난 대피시간을 조사․분석 하였다. 
1) 피난유도음을 스피커 4개에서 동시에 발생시

키는 Case1의 경우, 대부분의 피험자는 방향감을 상

실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는 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났다.
2) Case2보다는 Case3과 Case7의 경우처럼 스피

커 2개보다 1개에서 피난 유도 멘트가 나왔을 때 

가장 짧은 피난시간을 나타났다. 
3) 2개 이상의 스피커에서 피난유도 멘트가 동시

에 발생되었을 때는 선행음효과를 활용하고, 스피커 

설치가 가까울수록 피난유도 내용 및 방향감 인지가 

높고 대피시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  기

" 이 논문은 2011 교육과학시술부로부터 지원받

아 수행된 연구임(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바이오하

우징연구사업단) "

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