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오늘날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인간의 삶

이 윤택해 졌다. 그 에서도 모르는 장소를 찾아가는 내

비게이션 기능은 표 사례이다[1,2]. 이 기술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를 통해서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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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재

치를 알 수있게 된다. 최근에는 고성능 GPS를 통해서

기존보다도 정확한 치를 알 수 있지만, 부분 실외

치기반 서비스가 부분이다. 그러나 실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치 기반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으며, 이

와 같은 이유로 실내 치기반 인식 기술이 연구되어 지

고 있다. 이와 련된 표 인 연구로는 WiFi[4-6],

Bluetooth[3], 음 와 외선[7,8]등이 있다. 이러한 실

내 치 인식 기술의 공통 은 단거리 신호처리에 기반

을 두고 있다. 에 제시된 단거리 신호를 사용한 기술은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측면, 소비 력 인 측면, 신호의

간섭에 의한 측면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거리 신호를 이용한 실내

치 인식 기반의 기술을 보완하기 해서 스마트폰과 건

물 내부의 지도와 연동을 통해서 건물내부의 치를 인

식하도록 하 다. 그리고, 화재 발생에 한 감지와 화재

발생시 비상구 안내 기능이 탑재된 IoT 기반 스마트 제

어시스템의 연구에 해서 제안 하 다. 제안된 시스템

은 기존의 건물과신축건물에 모두 용될 수있어, 건물

내부의 인식 화재 감지를 할 수 있으며, 특히 화재 발

생시건물 외부로 신속하게 피 시킬 수있는 기능이 추

가되어 있어, 사회 안 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제안된 IoT 기반 스마트 제어시스템은 다음과 같

은 기능으로 구 될 수 있다. 첫째, 건물 내부의 치를

알려 는 3차원 지도와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QR코드

로 외부 디스 이를 설계하 다. 이 방법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어 건물의 내부지도가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도록하 다. 둘째, 화재의발생여부를알 수있도

록 불꽃감지센서, 일산화탄소 센서와 온도센서를 포함

시켰다. 이 3가지 센서를 통해서 화재 발생을 알 수 있으

며, 화재 발생시 제어 시스템은내부 지도를 안내하기

한 QR코드에서 비상구의 치를 안내하도록 하 다. 마

지막 기능은 공 원이 차단되었을 때 일정 시간을 유

지할 수 있는배터리가 내장 되어 있으며, 필요시 원을

공 할 수 있도록발 기 기술도 포함 되었다. 이 게 구

된 IoT 기반 스마트 제어시스템은 평상시에는내부

치에 한 안내기능을 수행하며, 화재 발생에 한 감지

와 화재 발생시 비상구를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본론의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 스마트제어 시스템의 설계 구동과 결론 순으로

작성 되어 있다.

2. 본론 

2.1 베 드 시스템 반 스마트 어 시스템 계

실외 안내 기술은 GPS을 이용하여 많은 기술개발이

이 지고 있지만, 실내 안내 기술은 기술 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안내기능, 화재

인식 기능과 화재 발생 시 비상구 안내 기능이 포함된

IoT 기반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게 되었다.

Fig. 1. Smart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Fig. 1은 제안된 IoT기반 스마트 제어 시스템의 구성

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어부에서는 QR코드 출력, 센서

인식 화재 발생여부를 계산하게 된다. 원부는 시스

템의 원공 배터리 잔량 계산 충 을 할 수 있

도록 하 다. 센서부는 화재 인식을 한 센서와 동작을

한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 이부는 QR코드, 배

터리 잔량과 비상구 치를 화살표로 나타나게 하 다.

Fig. 2. Smart Control System Oper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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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스마트제어 시스템의 동작 알고리즘을 나타

낸 것이다. 내부 지도, QR코드 화재 감지 안내 기

능에 한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2.1.1 형 및 동

IoT 기반 스마트 제어 시스템의 외 은 (300mm) ×

(250mm) × (40mm)의 블록 형태로 되어있다. 제안된 시

스템은 면부에세 개의 터치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이

용하여 평상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

록 하 다. 기본 동작의 기능으로는 내부지도, 외부지도

배터리잔량을 표시되도록 설계 하 다.

Fig. 3의 M(menu)버튼을 르면 QR 코드가 디스

이에 나오게 되고,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내․외부의 지도정보를 나타나도록 하 다. M버튼 양쪽

의 화살표 버튼은 다른 기능화면으로 환시켜주는 버튼

이다.

Fig. 3. Specification and Appearance of Smart Block

2.1.2 스플레

스마트블록의 디스 이는 32 ˟ 32 해상도의 도트매

트릭스 모듈을 사용하 다. 모듈은래치와, 쉬 트 지스

터, LED드라이버로 도트매트릭스를 제어 하게 된다. 내

부지도를 구 하기 한 QR코드는 QR코드모양을 만든

후 반 시켜 코드모양을 화면에 나타나도록 로그램

하 다. 모듈에서는 한 폰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

에 출력 제어 로그램을 작성하여 한 을 작성하 다.

2.1.3 어

스마트 블록의 마이크로 로세서는 arduino mega를

사용하 다. 디스 이부의 도트매트릭스가 컨트롤부

에 의해패턴을 나타내고, 터치센서, 외선, 일산화탄소

센서, 불꽃 검출센서, 조도센서, 온도 센서의데이터를 제

어부로 입력되어 연산 처리하게 된다. 이 게 처리된

데이터는 지그비 통신을 통하여 코디네이터로 수집하게

된다.

2.1.4 

센서에는 불꽃감지센서, 일산화탄소센서, 온도센서,

모션센서, 조도센서, 터치센서가 사용하 다.

불꽃감지 센서는 760nm～1100nm의 장 의 외선

을 감지하여 이 외선 수치를 압 값으로 변경하여 출

력하게 된다. 재 사용하고 있는 센서는 3.3V～5V의

압을 사용하고 외선의 크기에 따라 최 Vss의 값을

출력하게 된다.

일산화탄소 센서는 내부의 세라믹이 열을 발생시켜

공기 의 특정 가스의 매반응을 통해 압 값을 변경

시켜 공기 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알려주게 된다. 이

센서의 경우 20～2000ppm의 co 가스 농도를 감지 할 수

있고, 소스 압으로는 5V의 압 사용 한다. 온도 센서

의 경우 온도에 따라 압 값을 변경하여 출력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재 사용 인 온도 센서의 경우 -40～

125도 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5V의 압을 사용하며, 온

도에 따른 출력 압은 선형 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션 센서는 인체에서 나오는 외선을 감지하여

압 값으로 나타내어 주는센서이다. 재 사용 인센서

는 5M이내의거리에서 인체를 감지하며, 5～20V의 압

을 사용한다. 터치 센서는 정 용량방식의 터치센서로

자의 양의 변화를 압 값으로 바꾸어 출력을 해 주는

센서이다. 이 센서를 응용하여 터치버튼을 제작하 다.

조도 센서는 빛의 밝기에 따라 항 값을 변화시키는

소자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센서로 빛이 어두울 시에 모

션센서와 연동하여 조명을 비추어 때 사용되게 된다.

2.1.5 력 변환

스마트블록의 력 변환부는 블록의 각 부분에서 요

구하는 력을 효율 이고 안정 으로 공 하기 하여

제작되었다. 기본은 외부 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5V2A

의 원을 사용한다. 이 입력되어진 원을 STEP

DOWN DC-DC 컨버터와, STEP UP DC-DC 컨버터,

3.3V Linear 귤 이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출력을 만들

었다. 만들어진 출력은 컨트롤러에서 요구하는 압범

인 8.2V, 디스 이부와 센서부에서 사용될 5V, 통신부

에서 사용될 3.3V로 출력이 나오게 되며 외부 원이 차

단 될 시에 배터리의 원을 사용하도록 릴 이 구동회

로를 설계하 고, 스 칭 소자로는 1A까지 버틸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방열처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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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홈 지

홈페이지부는 내부지도 다른 특정기능을 넣을 수

있게 제작되었다. 일반 주요 기능인 내부지도는 3D

MAX를 이용하여 지도를 제작하 다. 제작된 3D 지도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외형 으로 확인 되도록

제작되었다. 내부지도 홈페이지에서는 재의 치가 나

타나고, 원하는 치를 아래의 버튼에서 선택하게 되면

목 지의 치를 지도에 표시되어, 화면을 보면서 찾아

가면 된다.

Fig. 4. Internal map of implemented homepage

2.1.7 통신

통신부는 센서의 데이터를 코디네이터로 달하거나

코디네이터에서 라우터로 명령을 달하는 역할을 한다.

통신방식은 지그비통신을 사용하 고 네트워크 구성방

식은 메쉬네트워크를 사용하 다[9-16]. 이 메쉬네트워

크는특성상 간의한 부분이 고장나도다른 경로로 데

이터를 송해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시에 간

에 연결되는 한 부분이 소실이 되어도 다른 루트로 코디

네이터까지 통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

Fig. 5. Mesh network of ZigBee communication

2.2 베 드 시스템 반 스마트 어 시스템 동

Fig. 6은 제안된 시스템의 동작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

다. 평상시에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건물

의 내부 지도 재의 치에 해서 안내하게 된다.

화재 인식 센서를 통해서 화재발생 여부를 인지하게 되

면, 화재 발생 모드로 변경되어 비상구를 안내하도록 설

계하 다.

Fig. 6. Operation of proposed system

2.2.1 건물 내  및  안내

제안된 시스템에 원이 공 되면 내부 지도를 안내

할 수 있는 QR코드가 디스 이 된다. 이 게 디스

이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코드 스캐 어 로 스캔

하게 되면 제작된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이 홈페이

지는 재의 치정보를 가지고 있는 내부지도를 나타내

는데 희망하는 목 지를 선택하면, 그목 지 치 정보

가 제공된다.

Fig. 7. Initial screen and inside and outside maps

메뉴화면의 기화면인 내부지도에서 양 으로 환

하는 터치버튼을 르면 다음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두 번째 화면은 외부 지도를 나타나도록 내부지도와 같

은 방법으로 스캔할 시 홈페이지에 제작된 외부 지도를

나타나게 된다. 재의 건물 치가 정확하게 잡 있기

에 건물내부에서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

2.2.2 화재 발생 안내

IoT기반 스마트 제어 시스템의 다른 주요 기능은 화

재 감지 외부로 나 갈수 있는 비상구를 안내 되도록

하 다. 먼 화재 감지는 2.1.4 센서부에서 설명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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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화재 여부를 인지하게 된다. 이 게 화재라

고 인식하게 되면 스마트제어 시스템의화면은 내부지도

안내 화면에서 비상구 안내 화면으로자동으로 화하게

된다.

Fig. 8. Exit Guide screen

Fig. 8은 화재 발생 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비상구

의 치를 안내하는 동작 이다.

2.2.3 어용 PC  프로그램

제어용 로그램은 스마트 블록을 건물에 배치한

치와 성능을 모니터링 하기 해제작된 LABVIEW기반

의 로그램이다.

Fig. 9. Control programs configured with LABVIEW

건물의 내부지도는 리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평면도

를 이용하 고, 이 평면도에 스마트 블럭의 센서 데이터

를 읽을 수 있도록 제작 하 다. Fig. 9의에 표시된 센서

의 정보는 LabView의 그래 에 나타나게 되고, 원하는

치의 센서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화

살표를 클릭하면 화재가 발생하 을 경우 피 경로에

한 최 의 경로를 직 지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스마트 블록을 지그비 통신으로 연결

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제어할 수 있는 모듈을 코디네이

터 모듈이라고 한다. 이 모듈은 모든 스마트블록의 데이

터를 취득하고, 제어명령으로 동작되도록 설계되었다. 이

코디네이터 모듈은 PC와 USB를통해 연결 될 수있도록

제작 되었으며, 비상 상황에 한 피경로의

정보를 제공하여 외부로 나가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하

다.

3. 결론

본 논문은건물 내부의 안내 기능과 화재 발생 감지와

화재 발생시 비상구를 안내하는 IoT기반 스마트 제어 시

스템을 제안 하 다. 건물 내부의 안내 기능은 스마트폰

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건물의 내부 지도와 치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하 다. 화재 감지 기능은 마이크로 로

세서와 불꽃 감지센서, 일산화탄소 센서와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화재 발생 장소를 악하도록 하 다. 화재 발

생시 비상구를 안내 기능은 Zigbee 통신을 통하여 최

의 이동경로를 안내하도록 하 다. 실시간으로 화재 상

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 모듈 로그램

을 LABVIEW로 제작하 다.

이 게 제작된 IoT기반 스마트 제어 시스템은 최신

건물 뿐만 아니라, 노후된 건물에서도 용될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향후 연구로는 화재 발생시 안내 뿐만

아니라, 자동 으로 가까운 소방 에 연락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연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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