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 Security

Vol. 9, No. 1, June 2016, pp 19~24

http://dx.doi.org/10.21729/ksds.2016.9.1.19

ISSN 2466-1147 (Print)

ISSN 2508-285X (Online)

www.dssms.org

사물인터넷 기반 지하철 역사공간 재난대응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박미연*·구원용**·박완순***·박은천***·문병규***·권세곤****

A Study on Development of Interactive Smart Network(IoT)-based Subway 

Platform Disaster Response System

Mi-yun Park*, Won-yong Koo**, Wan-soon Park***, Eunchurn Park***, Byung-Gyu Moon***, and Se-gon Kwon****

접수일자: 2016년 6월 15일/심사완료일: 2016년 6월 24일/게재일자: 2016년 6월 30일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센서 네트워크와 키퍼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머신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기반의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또한 최적 피난을 위해서

신장 트리 기반의 피난 유도 알고리즘을 개발하여서 피난에 적용하였다. 개발 시스템은 실제 서울 개포동역에 테스트베드로

설치하여 검증을 하였으며, 실제로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유용한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지하철 시설물, 재난전조, 사물인터넷, 센서, 피난

ABSTRACT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rnet of Things-based disaster response system.

We researched the method of building the network-based disaster prevention system using a client machine that the sen-

sor network and the keeper. Also, we developed the algorithm for optimal evacuation shelter based on spanning tree algorithm.

The system is tested actually in Seoul Gaepo station, and we verified the usability of the system.

KEYWORDS subway structure, disaster sign, inter, sensor, evacuation

1. 서 론

국내 재난 발생의 형태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적 재난의 발생이 증

가하고 있으며, 일단 발생하면 상당한 규모의 인적재산 피

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여러 유형의 재난이 동시 다발

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상황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연구 성과

들은 관련 센서(온도, 변위등)를 통해 재난을 감지하고 이를

중앙관제센터에서 통제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어 감지된 재난에 대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

명을 보호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재난 대응 시

스템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국내에서는 중대형 규모의 재난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체계의 부재로 인

해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부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 되고 있

다. 특히, 지하철 등의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는

사전 인지가 어렵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등의 지하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지하철 역

사공간 재난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재난 감지,

승객 대피 의사결정 등 재난 대응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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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지하공간(지하철)에

대한 재난 대응 시스템의 경우는 재난발생 시 해당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대응 행동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것이며 이를 통해 중

앙관제센터에서 하달하는 대응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극

한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응 절차를 특정다수에게 원

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대응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중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기술을 동시에 확보하여 장기적 산업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조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선도할 수

있는 선진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는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술로 재난 대응 통한 재산 및 인명

피해 최소화와 선도적 국내기술 확보 등과 같은 미래 국가

경제 발전에 매우 주요한 기술로 판단된다. 또한 이렇게 확

보된 선진 기술을 국외 소요국가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경

제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고 상호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 다양한 안전사고 및 재

난 발생 시 나타나고 있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미숙함은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이루어져야 하는 초기 대응 및 조치 등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재난에 노출된 모든 대상자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신변을 확보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개발 시스템 개요

시스템은 크게 마스터와 키퍼의 2개로 구성된다. 키퍼는

역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로서 일정한 존 별로 설

치가 되며 담당 존에 대해서 재난 정보 표출 및 피난 유도

역할을 수행하고, 마스터는 키퍼들을 관리하는 역할과 전체

관제 역할을 하는 중앙관리 시스템으로 평상 시에는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역할 및 키퍼 관리 시스템 역할을 하며,

재난 상황 설정 등의 기능을 가진다. 재난 발생 시에는 관

리자의 대응 요청 및 재난 관제 및 피난 유도 관제 시스템

으로 사용된다.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복수의 센서들이 TCP/IP로

연결된 센서네트워크들이 각 키퍼 및 마스터의 센서 데이

터 수용모듈을 통해서 각 머신에 저장이 된다. 저장된 데이

터는 JSON 형식으로 각 머신에서 제공이 된다. 키퍼 및 마

스터는 각 SW가 설치된 머신의 로컬호스트를 통해서 JSON

형식으로 센싱 데이터를 제공받아 자체 DB에 저장을 하며

사용을 하며, 키퍼 및 마스터는 Ajax로 통신을 하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전체 시스템은 역무실에 있는 관리 시스템인 마스터와

역사에 있는 키퍼로 이루어지며, 각 시스템의 서비스 내용은

그림 1. 주요 지하공간(지하철) 발생 재난 사례

그림 2. 개발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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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마스터는 센서 미들웨어에서 올라온 정보들을 취합하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센서 데이터의 조건에 의

해서 정상, 이상, 재난이라는 3가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상

황인지 예측을 한다. 상황인지 예측 결과가 이상이나 재난을

나타내게 되면 시스템은 관리자에게 이 정보를 표출하고

관리자의 대응을 요청한다. 관리자는 일정한 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서 상황을 인지한 후 정상, 이상, 재

난의 3가지 상태를 선택하게 된다. 정상으로 판단된 경우,

시스템은 정상모드로 돌아가며, 이전 상황을 로그에 기록

하고, 이 상황을 룰셋으로 저장한 후 동일한 조건에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이상이나 재난으로 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시스템은 이상 및 재난 상황발생을 수행하며 SOP에

의해서 이후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이상 및 재난

상황 종료 후 시스템은 해당 정보를 로그로 기록하여 추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키퍼는 평상시에는 센서 미들웨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인지를 수행하고, 이상 및 재난 발생

판단 시 서버와 연동하여 상황인지의 정확성을 검토한다.

서버에서 동일한 상황인지를 한 경우, 서버의 다음 대응을

기다리며, 서버에서 응답이 없는 경우(연결이 되지 않는 경

우)에 일정 시간을 대기한 후에 자율적으로 상황전파 및 피

난유도를 수행한다. 피난유도 시 재난 발생 위치에 따른 사

전 입력 시나리오에 따라서 승객을 정해진 경로로 유도한

다. 평상시에는 시스템 사용법 및 알람에 대한 대응방안 등

을 안내한다. 시스템은 우분투 15.04 버전의 파이썬 3.4.3

및 장고 1.6.3 환경에서 작동을 하며, 서비스는 웹으로 표출

되며 파이어폭스를 사용하였다.

3. 피난 유도 알고리즘 개발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역사에서 최적 피난 경로를 제공

하기 위해서 래프 구조의 각 노드에서 시작점(sink)로 이동

하기 위한 최소거리 및 경로를 노드의 웨이트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도록 한 Minimum Node Weighted Spanning

Tree(MNWST)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MNWST는 신장 트리(spanning tree)의 일종인데 신장트

리는 노드 V에 대해서 에지(E)의 개수가 |V| - 1인 트리로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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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노드를 이어주는 에지의 개수가 1개 이하인 트리이다.

MNWST는 너비우선탐색(BFS) 혹은 깊이우선탐색(DFS)와

유사하게 각 노드를 탐색하면서 트리를 구현했는데 기본

적으로 너비우선탐 알고리즘을 차용하며, 중복적으로 각

노드의 웨이트를 비교해서 최소 웨이트를 산출한다.

MNWST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본 알고리즘은 모든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connected

graph)를 상정하고 있으며, 만약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래

프인 경우, 코드에서는 [1]에서 인덱스를 두어서 한번 루틴

이 돌때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connected graph에서는 프로세스가 종료 시

모든 노드가 |V| +1 보다 작은 값을 부여받게 되며, 각 노드

의 자식 노드 수는 Parent[ ]에서 각 노드별로 구할 수 있다.

MNWST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는 그림 5와 같다. 우선

step1은 공간의 그래프화에 의해서 생성된 초기 그래프이

며, step2에서 노드 a를 탈출처(sink)로 하고 나머지 노드는

전체 노드 수+1의 값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step3에서는 노

드 a의 인접 노드에 대해서 노드 a의 값인 0에 1을 플러스

한 값을 부여해서 step6까지 값을 부여받지 못한 즉 노드값

이 17인 노드에 대해서 인접 노드의 가장 낮은 수에 대해서

플러스 1을 한 값을 새로운 노드로 부여하는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step filnal에서는 자신의

값을 결정한 인접노드를 부모노드로 하는 에지만을 남겨

두면 MNWST가 작성이 된다.

4. 피난유도 SOP 기능 개발 및 현장실험

시스템에서 피난유도 방향을 마스터에서 설정하고 저장을

하면 설정이 키퍼에 전파되어 동기화되도록 개발되었다.

이러한 설정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 시 키퍼들은 각자의 위

치에 맞는 피난유도 SOP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6과 같이

3차원 공간 모델링 화면에 각 키퍼와 센서의 위치가 POI로

표시되고 있으며, 이들 센서 및 키퍼의 방재 활동이 화면에

가시화 된다.

그림 4. MNWST 알고리즘

그림 5. MNWST 생성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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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모드에서는 각 키퍼들은 지하철에 설치된 센서 데

이터의 센싱 정보를 표출하거나 본 시스템의 설명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방법 등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방재

모드가 발동되면 각 키퍼들은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림 6. 지하공간 가시화 및 센서 및 키퍼 POI

그림 7. 키퍼의 다양한 정보 표출 화면

그림 8. 현장 테스트 베드 키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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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 정보를 제공한다.

시스템 개발 완료 후 개포동역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실

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네트워크 연결 안정성 등의 일

련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전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기

능을 수행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 대응 시스

템은 기존에 재난 발생 후 통신이 정지되면 마비되는 재난

대응시스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센서를

관리하는 기기 간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와이파이

허브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센싱 네트워크디바이스를 정

상적인 상황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 및 제어를

통해서 제어하며, 방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는 상황에서는 스마트N키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초기 의

사결정 및 피난 유도 자체 기능 등으로 이용해서 재난대응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네트워크 시스

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프로토타이프 개발 결과, 재난전조 시스템의 가능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였으며, 추후 후속연구개발을

통해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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