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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재가 발생하면 효율 인 화재 진압을 하여 소방 은 화  정보를 포함한 화재 련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화재 감지 시스템은 장의 소방 에게 화재 정보를 시각 으로 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하여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화  표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에

서 각 건물에 설치된 센서들은 온도  가스 정보를 수집하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에 장한다. 장의 소방 을 하여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특정 건물의 도면과 함께 화  데이터

의 상세와 시간에 따른 이력을 스마트 기기에 표출한다.

ABSTRACT

In case of fire, the information related with the fire need to be provided to fire fighters in order to extinguish the 

fire efficiently. However, existing fire detection systems have the problem not to provide the data of the fire to fire 

fighters visually.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fire spot system using a cloud server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proposed system, the sensors installed in a building  collect the gas and temperature data and store them into the 

cloud database using a wireless network. For fire fighters in the field, the details and history of the fire spot are 

displayed visually on top of the blue print retrieved from the cloud database using a smar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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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1]에 따르면 매

년 4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며 2,000명 이상의 인

명피해가 발생한다. 피해액이 1,000만 원 미만의 화재

가 주를 이루지만, 1,000만 원 이상의 화재도 꾸 히 

발생한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

하면 형화재로 직결된다. 2017년 2월 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 B블록 상가 화재 당시, 뽀

로로 크 철거 작업 도 에 가스 단기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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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융단 작업 에 발생한 불똥이 인테리어용 가연

성 물질에 튀어 발화했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노블휘트니스 & 스  화재 스포츠센터 화재 당

시 직원이 주차장 천장의 화염을 목격하여 신고한 화

재로 고드름 제거  배  해빙 작업  화재가 발생

했다.

각 건물에는 각종 사고에 비하여 리실을 운

하며 내부에서 운 한다. 화재의 시작  상황을 알려

주는 화재 데이터를 건물 리실의 서버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재 발생 후 기 진압에 실

패하면 리실에 근 할 수 없다. 화재가 지속 되면 

건물 내부 체가 불타거나 유독가스 때문에 화재 데

이터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19안 센터의 

인터뷰[2]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  개복하

고 장에 도착 후 바로 화재 진압을 시작하기 때문

에 서버 컴퓨터를 확인할 여유가 없다. 소방 은 진압 

시작 후 화 을 먼  찾는다. 화 을 완벽히 진화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불길이 번져나간다. 화 의 확인은 

화재를 효과 으로 진압하기 해 가장 요하다. 한 

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도면이 장에 없어 

수작업으로 그려가며 진화했다. 도면과 화  등의 화

재 데이터가 없으면 화재 진압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

에 화재가 길어져도 건물 외부에서 화재 데이터를 확

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화재 감지 시스템은 화재 발생 후에 

외부 기기의 도면에서 화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왜냐하면, 화재 데이터

가 화재 발생 지 과 같은 치에 있는 서버에 장

되기 때문이다. 한, 도면의 데이터가 래스터 형식의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도면과 화재 데이터를 시

각 으로 함께 표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화재 수신 원격 감지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화재 

수신기를 통해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경종  지구 

경종이 울리게 되고 각종 화재 경보를 알리는 시스템

이 제안되었다[3]. 사물 인터넷 망을 이용한 모듈식 

화재감지 시스템 개발은 화재 감지기에 센서 이상 여

부를 통한 소방 의 진입 경로를 선택에 도움을 다

[4]. U-건물 화재안 리 시스템 개발에서 화재 감

지기의 고유번호를 스마트폰에 입력하여 감지기에서 

화재가 발생 시 스마트폰으로 화재 발생 상황을 

하는 기법이 제시되었다[5]. 고층 건물 화재에서 

USN 메쉬 라우 을 이용한 피난유도 시스템 설계에

서는 화재 발생 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유도등을 통

해 피  진입로를 표시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6]. 

USN 지그비센서노드 기반의 화재감지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IT기반 지능형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발  

모니터링 로그램 설계에서는 모니터링 로그램과 

원격제어용 마이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화재탐지

를 설비하여 재해 상황에 합한 방재진압용 제어 설

비들을 작동하는 시스템이 제시되었다[7]. USN 지그

비센서노드 기반의 화재감지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

에서는 지그비 센서 노드 기반의 화재감지시스템을 

제안하 다[8]. 화재감지를 한 로  설계  데이터 

처리에서는 화재 진압을 한 자율 이동로 이 제안

되었다[9]. 역 화재감지를 한 외선 이  연기 

검출 시스템의 설계  구 에서는 외선 이 를 

이용한 감지 시스템이 제시되었다[10]. 아두이노를 이

용한 소규모 서버 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구 에서는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소규모 서버 실

에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11].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와 스마트 기

기를 이용하여 도면과 화  데이터를 동시에 표출하

기 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각 건물의 방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하여 화  데이터를 측정하고, 데이터가 

일정 수치가 되면 클라우드로 송한다. 화  데이터

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며, 도면 데이터와 

함께 리한다. 소방 이 소지한 스마트 기기에서 데

이터 요청 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속  동기

화를 통해 도면과 화  데이터를 받아와 도식화하여 

표출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베

이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  표출 시스템의 설계를 

제안하고, 4장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구  결과를 제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Ⅱ. 련 연구

재 부분 건물에는 화재 수신 원격 감지 시스템

에서 제시한 화재 수신기 원격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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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 화재 수신기 원격 감시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신호를 감지 받아 수신 반을 통해 경보형태의 알림을 

다[3]. 발생한 화재 데이터를 메인 서버로 송하며, 

서버에서 재 화재 발생한 치를 알려주게 된다. 사

물 인터넷 망을 이용한 모듈식 화재감지 시스템 개발

에서는 모듈형 화재 감지기, 서버와 감지기를 계해

주는 계기,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용자 애 리 이

션으로 이루어진다[4].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 사용

자는 모듈형 화재 감지기의 소유 번호를 스마트폰의 

애 리 이션에 입력하여 사용자와 화재 감자기를 데

이터베이스 서버에 등록해 다. 스마트폰 애 리 이

션에서 등록된 화재 감지기의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는 주기 으로 서버에 장하며, 

화재를 감지하면 서버에 화재 발생을 알린다. 서버는 

화재 상황을 감지하고 해당 고유번호가 등록된 스마

트폰에 화재 발생 상황을 한다. 두 시스템에서는 

서버와 화재 데이터가 건물 내 리실에서 리하며 

치한다. 이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 기 진압이 실

패할 경우 체 시스템 리가 불가능하며, 화재  

건물 붕괴로 인한 서버 작동 불능상태가 되면 확인 

 원격으로 속이 안 되는 문제 이 있다.

U-건물 화재안 리 시스템 개발에서는 유비쿼터

스 센서 네트워크(USN1))를 활용하여 실시간 리  

검을 제공하는 건물화재 안 리 시스템이다[5]. 

필요한 소방시설에 식별태그와 센서를 부착하고 이를 

통한 사물의 인식정보  환경정보를 탐지하여 디지

털 자료화한다.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건물주, 

소방안 리자 등에 송함으로 이상 징후나 고장과 

같은 정보를 송하여 신속한 단  응처리로 

검  리를 가능  한다. 고층 건물 화재에서 

USN 메쉬 라우 을 이용한 피난유도 시스템 설계에

서는 화재 발생 시 건물 내에 발화  화재지 의 

치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가장 안 한 피 경로를 통

해 사람을 피시키는 시스템으로 USN 기반의 안

한 피난 경로를 유도하는 최  경로 탐색과 메쉬 라

우 을 이용한 지능형 피난 유도시스템이다[6]. 실시

간 화재 상황 악을 한 센서망 구조  유도등과 

탈출구에 연결된 센서 노드들의 메쉬 라우 을 이용

해 안 한 최  경로를 찾는다. 그러나 두 시스템은 

화재가 발생하면 가스 연기로 인해 유도등이 안 보인

다는 소방 의 의견과 같이 실 화재 상황에서 화재 

진압  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다.

IT기반 지능형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발  모니터

링 로그램 설계에서는 지능형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원격제어용 모니터링 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의 자

동화재탐지설비가 가지는 문제 을 해결하 다[7]. 화

재  재해를 감지하여 지에 설치된 방재설비들을 

자동으로 동작시켜 기 진압은 물론이고, 유선․무선 

 이더넷 통신을 이용하여 원격지 상황실 는 리

실의 앙 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

터링하고, 컴퓨터 모니터링 상에서 재해 상황에 합

한 방재진압용 제어 설비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양방

향성 제어 알고리즘을 가졌다. USN 지그비센서노드 

기반의 화재감지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에서는 화재

감지용 지그비 센서 노드의 개발과 USN 기술의 

WPAN 구축, 앙 제를 한 모니터링 로그램 개

발, 화재발생장소 소방 진화 장비 원격제어를 한 원

격제어 로그램 구 , 화재발생지역 거주자에게 신속

피를 한 장경보장치와 앙 제 모니터링 장소

에 리자 부재를 한 문자 상황  기능 등을 갖

춘 USN 지그비 센서 노드 기반의 화재감지시스템을 

연구하 다[8]. 두 시스템에서는 화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화재 데이터가 도면과 연동되지 않아서 소방 이 

이용하기엔 부 합하다.

화재감지를 한 로  설계  데이터 처리에서는 

화재감지를 한 자율 이동로 을 설계하 다[9]. 열 

감지 센서로 A2TPMI를 사용하 고 화재감지를 한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 AD 컨버터와 칼만 필터를 사

용하 다. 역 지역의 화재감지를 하여 외선 

이 를 사용한 시스템이 역 화재감지를 한 외

선 이  연기 검출 시스템의 설계  구 에서 제

시되었다[10]. 제안한 시스템은 외선 이  송수신

기와 가시 선 이  그리고 지그비 무선 네트워크

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역 연기 검출을 하여 외

선 이 를 이용하고 효율 인 정합을 하여 가시

선을 사용하 다. 아두이노를 이용한 소규모 서버 

1)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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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구조도
Fig. 2 System structure

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구 에서는 아두

이노를 이용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11]. 제안된 시스템은 소규모 서버실에서 환경 모니

터링을 하여 데몬 로세스와 아두이노를 이용한 

장비를 연동하여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 을 때 리

자에서 실시간으로 환경 데이터를 제공한다.

Ⅲ. 화  표출 시스템 설계

3.1.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화  표출 시스템

그림 1. 시스템 개념도
Fig. 1 System concept diagram

그림 1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기기를 이

용한 화  표출 시스템의 개념도이다. 평시 건물의 각 

방에 설치된 센서에서 데이터를 측정하여 정상가동 

정보를 만들고, 센서들의 수치 변화에 따라 화재와 고

장을 단, 데이터를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송한

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송받은 데이터를 

장한다. 소방안 리자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확인하여 신고  정비를 한다. 송받

은 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안 리자가 화재를 

신고하게 되면 소방지휘 은 출동하는 과정 는 

장에 도착하여 건물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속

한다. 그리고 화  데이터와 도면 데이터를 스마트 기

기로 송받은 후에 송 데이터를 토 로 스마트폰

에서 화재 상황을 표시해 다.

그림 2는 제안한 시스템의 시스템 구조도를 보여

다. 화  표출 시스템은 크게 센서 모듈, 데이터베이

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구성된다. 센서 모듈은 화재 

데이터 측정을 한 화재 데이터 측정  리를 

해 2가지 모듈로 구성되며 온도 센서와 가스 센서를 

이용한다. 구성 모듈(setup)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

스와 데이터 통신을 하여 기화하고, 각종 센서에 

한 정상 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평시 데이터를 

측정한다. 타이머 라이 러리를 통하여 시간 설정을 

한다. 루  모듈(loop)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와 

속이 정상 으로 작동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온도  가스 데이터를 송한다. 평시 작동  오류 

 기타 문제로 인한 정상 으로 측정이 안 되면 클

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송을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측정된 온도, 가스 데이터가 일정 수

치를 넘겨 화재라 단하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송하여 화재를 알린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권한 설정을 통해 

속을 리한다. 아두이노와 안드로이드와 통신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아두이노에서 받은 데이터 치를 

기 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장  검색을 

지원한다. 리자 속을 통해 디지타이 가 된 도면 

데이터를 리한다.

스마트 앱에서는 3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메인액티

비티(Main Activity)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서 받아온 데이터를 화면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를 해 커넥트클라우드(connectCloud)에서 클라우

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통신하도록 구성한다. 드로

잉(Drawing)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은 도

면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용하여 사용하는 기기에 

맞게 도면과 화재 데이터를 연동하여 표출한다.

Ⅳ. 시스템 구

본 시스템의 구 을 해 Node MCU 아두이노를 

통해 모듈을 제작했다. 구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구 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애 리 이션을 제

작했다. 화재 발생 가상환경을 제작하 으며 열과 가

스 농도가 높아지면 아두이노에서 화재를 단,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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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송한다. 애 리 이

션에서 클라우드 속코드를 입력하면 화재 데이터에 

근한다. 근된 화재 데이터는 도면에 표시가 된다. 

도면은 디지타이  작업이 되어 있으며, 각 방의 왼쪽 

, 오른쪽 아래 모서리의 을 알려 다. 두 의 

간값을 구하여 화재 데이터를 표시한다. 

그림 3. 속코드
Fig. 3 Connection code

그림 3은 제안한 화  표출 시스템의 구 화면을 

보여 다. 화  표출 시스템의 제안한 센서 모듈은 아

두이노 보드를 이용하여 가스와 온도 센서를 이용하

여 구 하 고 클라우드 서버는 구  클라우드 데이

터베이스인 이어베이스를 이용하여 구 하 다. 그

리고 스마트 앱은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으로 구

하 다. 기 화면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는 

화제 데이터 근을 한 속코드가 있다. 지정된 

속코드 입력을 통해 화재 데이터에 근하며, 구역별 

도면과 데이터를 확인한다.

그림 4. 화  표출
Fig. 4 Firespot display

그림 4는 속코드 입력 후의 화면을 보여 다. 먼

 표출하고자 하는 건물을 선택하면 선택된 건물의 

도면과 도면상의 화  데이터를 표출한다. 도면상에서 

특정 방을 선택하면 해당 방의 화  상세 데이터  

시간별 이력을 하단에 표출한다.

V. 결  론

기존의 화재 원격 감시 시스템은 동일 치의 서버

에 화재 데이터를 장하기 때문에 소방 이 확인하

기 어렵다. 한, 화재 건물에 표시장치를 설치하여 

유도하는 시스템은 화재 연기로 인해 실제 용하기 

어려우며 특히 소방 에게 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

는다. 이 논문에서는 클라우드에 장된 화  데이터

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센서들에서 측

정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송하여 

련 도면 데이터와 같이 장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

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장

된 화  데이터 상세 치 이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

다. 향후 연구로는 소방 이 휴 하여 건물 외부에서 

화  정보를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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