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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기반 실시간 자동재난 및 

안내방송시스템의 설계

이병문*, 박정인**, 강운구***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Real-time Automatic Disast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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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극장이나 대형 빌딩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화재감지기 기반의 피난 유도시스템은 대체적으로 아
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어 화재 발생 시 선로와 센서의 손실로 주 장치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정확한 발화위치 
및 화재 진행위치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실시간으로 화재경보 사이렌과 상황
에 맞는 최적의 피난유도 기능을 갖는 재난관리 안내방송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객체지향 기법으로 설계하여 재난안내시스템과 시뮬레이션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은 실제 화재와 같
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재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건물 내의 LCD에 피난유도를 위한 정보(발생지점, 발생시
간, 대피경로)를 출력하는 시뮬레이션프로그램과 연동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염연기 확산경
로를 고려한 최적의 재난대피경로를 찾는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제안한 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재난안내, 방송, 피난유도, 시뮬레이션프로그램, 화염연기확산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Abstract  The typical evacuation guidance system based on fire detectors, which is being widely used in 
theaters and large buildings, is often operated in an analog manner. In case of fire, it often causes the system 
to lose a wired line or wireless fire detection sensor, resulting in the difficulty of transmitting signals from a 
wired or wireless fire detection sensor to the main fire monitoring device. Accordingly, this paper has proposed 
the broadcasting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having an efficient evacuation guidance plan when a disaster 
occurs. The system reacts to an emergency situation along with fire alarm sirens in real time. We have 
implemented the above system by means of a simulation program that prints the evacuation guidance 
information (e.g., location and time of fire, and evacuation path) on an LCD located in a building through the 
fire sensor network in case of an emergency (e.g., actual fire). We have developed the simulation system by 
using mathematical algorithms, such as the optimal path search and the fire smoke diffusion algorithm. This 
simulation program considers the structure of a building and the location where the fire has initially occurred, 
applying it to the simulator.

Key Words : Disaster, Broadcasting System, Evacuation guidance system, smoke diffusio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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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 사용되고 있는 피난 유도시스템은 체 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 되고 있으며 화재감지기가 표

인 사례이다. 일반 으로 화재와 같은 재난에 한 

피정보는 시설물의 몇 몇 지 에서 출입구까지 개략 인 

피경로를 입구에 게시하고 있다. 한 발화지 이 어

느 치든 상 없이 동일한 피경로만을 제공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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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경로 상에서 발화한 경우 새로운 다른 피 

경로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잘못된 피 경로만을 제공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극장, 마트, 형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의 피경로 에서 발화지 을 피하는 최 경로를 안내

하는 시스템이 필수 이라고 하겠다[9].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실

시간 자동 재난  안내방송시스템 구축을 한 시뮬

이션 로그램을 설계  구 하여 향후 형(신축)건물, 

u-city 등의 소방방재 시스템 구축 시 실제의 건물 도면

을 이용하여 같이 시뮬 이션 함으로써 방재 장비의 

설치 치 악, 피경로 확보 등 많은 안 장치를 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시뮬 이션 로그램의 주요 기

능으로는 첫 번째, 도면정보와 출입로, 센서, LCD와 같은 

상정보의 상호연계 (도면  상 리). 두 번째, 발화

지 , 가장 가까운 피난경로에 한 방향 제시 (화재 데

이터 수집  가공). 마지막으로 LCD와 스피커를 통한 

안내방송 제공 (출력기를 통한 피난유도 정보제공)이다

[5][8].

이 실시간자동안내방송시스템을 구 하기 한 설계

방법으로는 객체 지향  설계로 세부기능까지 컴포 트

화 하여 재가공성  확장성이 보장되게 하 고 이를 기

반으로 입력신호에 따른 다양한 정보출력을 고려한 기본 

랫폼을 설계  구 하 다. 그리고 본 시뮬 이션에 

사용된 알고리즘으로는 최 경로탐색 알고리즘, 화염연

기확산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용하 다. 끝으로 본 시

뮬 이션 로그램을 구 하기 해 사용된 기술로는 건

물도면상에 각 객체를 매핑하는 기술, 다수의 미디어

일을 상으로 재생/변환  오디오 처리하는 기술, 서버

와 클라이언트간의 비동기  메시지방식 등의 기술을 구

하 다[1][2].

본 안내방송시스템을 이용한 실제 시스템 구축 시 얻

을 수 있는 기 효과로는 유비쿼터스 련 유무선 응용

기술을 이용한 매장방송 컨버 스  U-City시장의 안

 분야 진출을 통해 정부, 민간 서비스형태의 시스템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2]. 본 논문은 최 의 

피난경로를 획득하기 해 2장에서 최 경로 탐색 알고

리즘과 화염연기확산 알고리즘에 한 고찰을 하며 3장

에서는 실시간 재난 리 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어 4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시뮬 이션을 하기 한 

로그램을 설계하고 구 한다. 5장에서는 구 한 로

그램의 성능을 분석하기 해 실험과 평가를 하여 시뮬

이션 로그램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2. 관련연구

2.1 최적경로탐색 알고리즘

건물 도면상에서 임의의 발화지 이 발견되면 재의 

치에서 이 발화 지 을 피해 최단 거리로 출구를 검색

하여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사람들을 유인해야 한다, 

이때 발화지 을 피한 재 치에서의 최 경로탐색 알

고리즘이 구 되어야 한다. 최 경로탐색을 한 알고리

즘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시뮬 이션 로그램 구 과 

련된 알고리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1.1 Greedy method

[그림 1] Greedy Method 최단 경로 탐색 결과

그림 1과 같이 최단경로 알고리즘은 시작 으로 부터 

모든 정 까지의 최단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시작 으

로 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의 정 을 우선 찾고 시작 부

터 발견된 정 까지의 거리(가 치)를 별도로 기억한다

(distance). 그리고 발견된 모든 정 들로부터 가장 가

치가 은 정 을 계속해서 찾아나감으로서 최 의 경로

를 모두 탐색하는 것이다. 핵심은 가 치가 되고, 가

장 은 가 치의 정 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이른바 갈

망법(탐욕  탐색방법)이다[6]. 

그림 1에서 보면 발화하기 에는 0-1-3-5가 11로써 

최단경로가 되지만 발화가 되면 갈수 없으므로 새로운 

최단경로의 탐색이 필요하다. 즉, 가 치를 고려한 최

의 경로는 0-3-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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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Linear Programming Simplex Method

Linear Programming은 선형함수로 표시되는 목 함

수와 선형부등식으로 표 되는 제약조건을 가지며, 제한

된 자원의 정배분을 한 최 해( 適解, best 

solution)를 구하기 한 수리  계획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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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개의 식으로 변환되어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식

으로 변환한다.  두 개의 식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조

건들을 부여하여 최 화된 조건의 경로를 탐색한다

[3][11].

[그림 2] Linear Programming Simplex Method에서
의 최적해

 그림 2는 비상구까지 최 경로를 만족하는 좌표의 

최 해 집합을 보여 다. (a) 좌표는 비상구 주 에 발화

이 없는 경우이고 (b)좌표는 발화하여 다른 비상구를 찾

는 경우 최 경로를 찾아 갈수 있는 좌표들의 집합이다.

2.1.3 Binary Programming

최단경로탐색 문제는 정 간의 최 화 문제에 속한다. 

Binary Programming은 변수가 0 는 1을 가지는 최소 

비용문제를 계획하여 최  경로를 탐색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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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Programming은 트리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마디의 두 부분 트리의 깊이가 1이상 차이나

지 않는 트리를 균형 잡힌 트리라고 하며 이진 검색 트리

는 키의 값에 따라서 검색할 수 있는 코드도 포함되어 

있다. 이진검색 트리에서 키를 찾는데 걸리는 평균시간

이 최소가 되도록 키를 잘 정리하는데 있다[7][10].

2.1.4 Network Simplex Method

이 방법은 최 흐름, 최소비용  최소비용 문제의 

에서 악을 하며 최소 비용을 보장하는 변수나 값을 

이용하여 최  경로나 최 화를 탐색하는 기법이다. 일

반 인 개념으로 번째 노드와 번째 노드의 계를 보

자면, 는   와 의 비용 는 흐름으로 정의한다. 는 

  와 의 행 (할당)으로 정의하고 0 는 1의 값을 가진

다. 이를 수학 으로 일반식으로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

다[6].

[그림 3] Binary Tree를 이용한 최적 경로 탐색

Binary Programming과 Network Simplex Method 둘 

다 Binary Tree를 이용하여 최 화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에서처럼 발화지 을 피해서 비상구를 찾기 해 어

느 경로를 탐색해야 하는가는 선택의 문제이다. 즉, 경로

선택은 Binary Tree에서처럼 새로운 노드의 추가에 해당

하며 새로운 노드가 추가 되었을 때 0 는 1을 가지는 

최소비용을 탐색하거나 는 최소비용을 보장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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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산출할 수가 있다.  그림에서는 새로운 경로 즉 

새로운 노드를 추가 하여 최 경로를 탐색 한 결과 

2-7-6-3 이 도출됨을 알 수 있다.

2.2 화염연기확산 알고리즘

2.1.1 LinearAlgebra Gaulle-Jordan Method

Gause-Jordan 소거법은 행 연산을 이용하여 계수행

렬을 1이나 0만으로 이루어진 행렬이 되도록 하고 1이 있

는 열에서는 그 열의 다른 원소가 모두 0이 되도록 만들

며, 1이 있는 행이 1이 없는 행보다 에 오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를 수학식으로 표 하면 아래와 같이 

일반화 할 수 있다.




를 구하기 한 Gause-Jordan Method는 기존 A

와 I(Identity 행렬)를 나열한 다음 A를 I로 변환하는 방

식이다. 화염, 연기가 확산될 때 확산 가능한 여러 가지 

경로 상에서 주어진 매트릭스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화염, 

연기로 채워나가는 방식이다[2][13].

[그림 4] Gause-Jorda 소거법

 그림4는 Linear Algebra에서의 방정식 계수가 행

렬의 형태에서 Gause-Jorda 소거법에 의해 0으로 소거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0은 화염, 연기가 

확산되어 나가는 경로이며 이를 일반화 하여 수학식으로 

표 하 다.

2.2.2 Geometric Equation

화염, 연기가 확산되어 나갈 때 원 는 직사각형의 형

태로 퍼져 나가게 구 하는 일반 인 방식이다.

식 
 

  에서 r은 반지름,   

는 심 치이며 아래 그림에서처럼 발화 에서의 화염

이 원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일반화하면 아래 그

림과 같다.

[그림 5] GauseGeometric Equation 화염 확산 알고리즘

 다른 표 식으로 사각형 형태로 화염 확산을 구

한다면     와 같이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 직사각형 a는 가로의 반, b는 세로의 반, 

  는 심 치를 의미한다.

보통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원의 지름 방향으로 넓게 

퍼져 나가는 경우와 직사각형의 한모서리처럼 한 방향으

로 퍼져 나가는 두 가지의 경우를 다 고려하여 실세계

와 유사한 형태로 구 하기 한 알고리즘[1][4]을 도입

하 다.

3. 실시간 재난관리 서비스 모델

3.1 서비스 개요

재난 리 서비스 모델은 실시간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피할 수 있는 경로를 음성

으로 안내해주는 모델이다. 

그림 6과 같이 리운 자가 여러 가지 기 정보를 입력

하거나 스 을 설정하면 설정된 사항에 따라 방송된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열기나 연기감지 센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수신하게 되고 피경로와 경보를 안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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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명 업무명 처리내용

재난

안내방송

컨텐츠

등록 

1. 사용자, 센서, STB, 도면 등록/수정/

삭제/검색

시스템

기능

2. 도면에 센서의 치  STB 매핑 등

록/수정/삭제/검색

3. 미디어 일, 정보등록/수정/삭제/검색

4 .센서의 상태 값 범   논리조건을 

지정하여 재생할 미디어 일 매핑

모니터링

기능

1. 센서 상태  STB 정보/ON/OFF/재

생상태 등 모니터링

재생

매니

기능

1. 재생목록의 추가/삭제

2. 재생을 한 Playback 모듈 생성

업로드

알고리즘

1. 음량측정  인코딩하기 한 디코딩 

로딩

2. 음량의 최 값  정값 추정

3. Replaygain  인코딩

재생

알고리즘

1. 스트림다운로드  디코딩 알고리즘

2. 주 수 역변환을 통한 이 라이징 

알고리즘

3. 오디오/동 상 Playback 알고리즘

이벤트/

메시지

감지 

이벤트

발생

1. 센서와 매핑된 셋탑박스 검색

2. 메시지 알림 시스템에 이벤트 발생

메시지

알림 

시스템

메시지

알림

1. 이벤트 발생시 각 구역에 연결된 

STB에 명령메시지 송

된다. 화재가 진압되거나 종료되면 피경보를 해제할 

수 있도록 재난안내방송을 이를 처리하며, 모든 과정에 

한 이력사항이 장되고 되는 모델이다. 

[그림 6] 실시간 자동안내 시스템 서비스 흐름도

3.2 서비스 흐름

재난 리 서비스 모델을 구체 으로 모델링하기 해

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건물도면을 선택하여 센서기기 치  구역

을 지정한다.

․각종 재생할 일반 재생  화재 시 재생 미디어 일

을 Media서버에 업로드한다.

․센서들의 여러 조건에 따른 해당 출력기의 재생에 

해 상황정보를 정의한다.

․상황정보의 출력조건을 만족 시, 해당 STB(SetTop 

Box, 이하 STB)에 미디어 일을 다운로드하고 연

계된 LCD나 Speaker를 통해 재생한다.

․경보 해제 후, 각종 이력사항  통계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장한다.

3.3 실시간 재난안내방송시스템 요구사항정의

유무선 재난안내방송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기본요건, 

기술, 기능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시스템 범

를 결정한다.

<표 1> 실시간 자동재난안내방송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3.4 시뮬레이션프로그램 요구사항정의

시뮬 이션 로그램은  재난안내방송시스템에서 

도면매핑, 미디어 데이터 입력, 환경 데이터 입력 등 각종 

환경을 설정하고 시뮬 이션을 구동할 때 동작하는 로

그램으로써 시뮬 이션 로그램이 갖는 요구사항은 다

음과 같다[12].

<표 2> 시뮬레이션프로그램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명 업무명 처리내용

재난

안내방송

시스템

시뮬 이션
1. 피최단경로 자동 탐색

2. 화염연기확산 자동 진행

환경설정

1. 센서 송 ( )

2. 화염속도 (pixel/sec)

3. 화염 벨 ( )

4. 연기속도 (pixel/sec)

5. 연기 벨 ( )

도면선택 1. 층별 도면선택

발화 지정 1. 화면상에서 임의의 발화  선택

4.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시뮬 이션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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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와 구 에 해서 기술한다. 시뮬 이션 로그램

의 개발은 CBD 개발 방법론에 따라 설계  구 하 다. 

시뮬 이션 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의 로그램인 재난

안내방송시스템 구축과 시뮬 이션 로그램 구축으로 

나 다.

재난안내방송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센서 정보 입

력, 셋탑박스 정보 입력, 미디어 입력, 도면매핑 기능, 상황

정보 정의, LCD 화면 출력, 스피커 동작화면, 시뮬 이션 

모니터링, 각종 시스템 환경설정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시뮬 이션 로그램은 재난안내방송시스템 내에 포

함된 시뮬 이션 기능을 구동시킬 때 동작하는 로그램

으로써 최단경로탐색 알고리즘과 화염연기확산 알고리

즘을 용한 시뮬 이션 기능, 시뮬 이션 조건 데이터 

설정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4.1 컴포넌트 설계

이 시뮬 이션 로그램을 구 하기 한 설계방법으

로는 객체 지향  설계로 세부기능까지 컴포 트화 하여 

재가공성  확장성이 보장되게 하 고 이를 기반으로 

입력신호에 따른 다양한 정보출력을 고려한 기본 랫폼

을 설계  구 하 다. 아래의 [그림 7]은 컴포 트 설계

이며 상속  멤버 계도를 나타낸다. 

[그림 7] 컴포넌트 상속 및 멤버 관계도

 컴포 트는 오디오 데이터, 재생 스트림, 미디어 정

보 등의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다. 

로그램 설계는 컴포 트 설계를 비롯하여 각 주요 

기능별 는 세부 로 부 설계하 으며 해당 컴포 트

와 상속  멤버 계도를 다음의 표로 정리하 다.

<표 3> 시뮬레이션프로그램 요구사항 분석
컴포 트 상속  멤버 계

컴포 트

컴포 트

- 오디오 샘  데이터형

- 재생스트림정보, 24비트데이터형

- 미디어 정보

- 동  는 싱 턴 컴포 트

Stream, 

Input, 

Output

- 미디어 스트림 가상 클래스

- 스트림 장 큐 가상클래스

- 코덱 구  가상 클래스

- 재생툴력을 구 하는 클래스

Tag, 

Track_

Index

- 미디어 정보

- 트랙리스트 가상 클래스

- 이 리스트 일 가상클래스

재생 매니

- 재생 이벤트/콘트롤 가상 클래스

- 재생 환경설정 가상 클래스

- 재생 리스트/스트림 가상 클래스

- 오디오 샘  데이터 형

코덱부

스트림

- 스 드 동기화 메모리 블록

- 인터넷스트림을 읽기인터페이스

- http 로토콜을 읽기소켓클래스

- 일/http/mms 스트림

mp3

- id3, ape tag

- mp2/3 헤더 분석

- mp3 인풋 콤포 트

- mp3 태그 콤포 트

APE
- Monkey’s Audio 코덱

- ape 태그 콤포 트

CD

- cddb의 정보를 가져오는 클래스

- cd 트랙

- CD 동작 클래스

- CD 재생 코덱

FLAC

- Flac디코더/Flac코덱/Flac큐시트

- OggFlac 태그

- Flac 테그/트랙분리

WMA / 

MMS

- MMS 코덱

- WMA 코덱

- WMA 테그

WAVE

- WAVE 코덱

- ACM 코덱

- WAVE 태그

OGG 

VORBIS

- OGG 디코더

- OGG 코덱

- OggFlac 태그

- Ogg 트랙분리

재생부
PLAY-

LIST

- 재생 스트림

- 재생 모듈

- 재생 리스트

- 재생 리스트 리  재생 리

효과부

EQ, 

NORMAL-

IZE

- 이 라이  효과

- 노말라이즈 효과

 컴포 트 설계는 PC뿐만 아니라 휴 폰 등 유무선

환경의 디바이스에서 긴   일반 안내정보가 송출되도

록 구 하기 한 기본 랫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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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시간 자동재난안내방송시스템의 구현

요구사항을 정의한 다음 실제 구 하게 될 시스템에 

해 로세스를 명세화한 후 사용자 기능 주로 구

을 한다.

(센서정보 입력)

(셋탑박스 정보입력)

(미디어 입력)

(환경 설정)

[그림 8] 실시간 자동재난안내방송시스템 구현

 사용자 UI를 기반으로 구 된 자동재난안내방송시

스템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실시간 자동재난안내방송시스템 주요기능
주요기능 설명

센서 정보

입력

- 센서명, 형태(불꽃, 연기 등 용도), 통신방

식(Zigbee, ethernet, PSTN 등)을 입력함

셋탑박스 

정보 입력

- 건물내 사용하는 LCD의 사용용도(일반룸

용, 회의용 등)를 정의하여 입력함

미디어 입력

- 매장 스피커로 평상시 재생하기 해 업로

드할 미디어를 선택함

- 선택한 미디어들에 해 업로드를 실행하

면 converting, Replaygain 등 을 실행하며 

미디어서버로 업로드함

환경설정

- 기본  환경설정

- Replaygain  재생우선순 , 출력버퍼를 

조정함 

- 패킷수신 Bitrate를 조정함

4.3 시뮬레이션프로그램의 구현

 자동재난안내방송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

하고 실제로 시뮬 이션을 하는 경우 구동되는 로그램

이다. 입력 값은 자동재난안내방송 시스템에서 받아오고 

시뮬 이션의 환경설정, 도면선택, 발화  지정 등의 설

정을 한 후 아래의 화면처럼 시뮬 이션 로그램이 동

작한다.

 

(시뮬 이션 설정)

(도면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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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LCD, Speaker 동작)

(모니터링)

[그림 9] 시뮬레이션프로그램 구현

 시뮬 이션 로그램의 주요기능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5>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주요기능
주요기능 설명

시뮬 이션

설정

- 화염  연기 확산속도를 설정함

- 발화할 도면을 선택하고 도면상에서 발화지

을 지정함

도면매핑

- 건물명을 입력하고, 그 건물내의 각 층별 명

을 Hierarchy방식으로 정의함

- 각 층별 도면 일을 등록함

- 도면내의 센서와 LCD, 출입구  통로 등을 

매핑함

Local LCD, 

Speaker 동작

- 화재  가장 가까운 피경로 안내

- 화재진행  탈출 가능한 피경로 안내

- 화재진행  탈출 경로가 없을 시, 처요령

안내

모니터링

- 모니터링 할 상인 건물내 정의된 층(도면)

을 선택함

- 층별 화재상황과 LCD 동작여부, 센서의 화

재, 화염의 통계정보를 확인함

- LCD를 원격제어하여 강제종료할 수 있음

4.3.1 최적경로탐색 알고리즘 구현

시뮬 이션 로그램에 용되는 도면의 종류가 건물

이나 층마다 제 각각 상이하고 피로나 출구가 부 다

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발화가 되어도 그 발화 을 피하여 

최단 경로를 안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 해야만 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 치에서 발화한 지 을 

피하여 최단 거리로 피할 수 있는 출구까지의 최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센서의 치, 피로, 출구

의 치 등의 데이터들은 앞 에서 이미 언 하 다.

실제 구  시에는 Binary Programing방식으로 용

되며 탐욕  탐색방식(greedy method)으로 구 된다.

1. 재 노드를 제외한 노드의 거리를 구한다.

2. 가장 작은 거리의 노드를 가져온다.

3. 기존에 지나친 노드를 제외한다.

4. 1 ~ 3의 방식을 반복한다.

int min_index = -1;

unsigned pos = start;

m_paths[pos].distance = 0;

while(duplicate[pos] == false)

{

   duplicate[pos] = true;

   std::vector<__int64>& row = m_graph[pos];

   for(i = 0; i < arr_size; i++)

   {

if(row[i] + m_paths[pos].distance

                        < m_paths[i].distance)

{

m_paths[i].distance

              = row[i] + m_paths[pos].distance;

m_paths[i].header = pos;

}

   }

   min_index = -1;

   for(i = 0; i < arr_size; i++)

   {

if(duplicate[i]) continue;

if(min_index == -1 || _paths[i].distance

              < m_paths[min_index].distance)

min_index = i;

   }

   pos = min_index;

   if(min_index == -1) break;

}

[그림 10] 시뮬레이션프로그램 최적경로탐색 알고리즘 

4.3.2 화염연기확산 알고리즘 구현

실제로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과 연기는 

실내의 상황에 따라 항상 다르게 퍼져 나간다. 확산 진행

방향이나 확산 속도가 부분의 조건에서 다 다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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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를 인 으로 설정하여 실세계와 유사하게 시

뮬 이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화염연기확산 최

화 알고리즘이 필수 이다.

본 시뮬 이션의 화염연기확산은 화재 발화를 시작

으로 연기  화염의 확산  진행에 한 표출이 실세계

에 맞게 최 으로 구 하여 그 상황이 실제와 유사하게 

진행되도록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구 하 다.

1. 조건에 맞는 센서를 구한다.

2. 센서의 값을 증가한다.

3. 복되는 역에 해당되는 조건이 만족되면 한 

증가 시킨다.

4. 한 역에 이웃하는 다른 역을 구한다.(교차  방

식, Gause-Jordan Method로 구함)

5. 1 ~ 4의 방식을 반복한다.

static bool pt_in_circle(POINT pt, POINT center, unsigned r)

{

   double r2 = (pt.x - center.x) * (pt.x - center.x) + 

               (pt.y - center.y) * (pt.y - center.y);

   if(r2 <= r * r) return true;

   return false;

}

int& fire_value = g_sensor_status_fire[object.mobject];

int& smoke_value = g_sensor_status_smoke[object.mobject];

if(fire && fire_value > 0)

{

   __int64 prev = g_sensor_status_firetime[object.mobject];

   if((__int64)GetTickCount()-prev > g_level_fire * 1000)

   {

fire_value++;

g_sensor_status_firetime[object.mobject] = 

GetTickCount();

   }

}

if(!fire && smoke_value > 0)

{

   __int64 prev = g_sensor_status_smoketime[object.mobject];

   if((__int64)GetTickCount() - prev > g_level_smoke * 1000)

   {

smoke_value++;

g_sensor_status_smoketime[object.mobject]

                         = GetTickCount();

   }

}

[그림 11] 시뮬레이션프로그램 화염연기확산 알고리즘 

5. 실험 및 평가

본 시스템에 포함된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재난안내방

송시스템과 시뮬 이션 로그램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자동재난안내방송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센서 정보 입

력, 셋탑박스 정보 입력, 미디어 입력, 도면매핑 기능, 상황

정보 정의, LCD 화면 출력, 스피커 동작화면, 시뮬 이션 

모니터링, 각종 시스템 환경설정 기능 등은 시뮬 이션을 

하기 한 기 데이터 수집  환경설정과 련이 있는 모

듈들이어서 실험  평가에 한 비 을 낮추었다.

그러나 시뮬 이션 로그램의 경우 시뮬 이션 조건

에 따라 결과가 완 히 다를 가능성이 있고 도면에 따라 

최 경로탐색 결과와 화염연기확산 결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차례 실험을 하 다.

실험을 한 기본값 설정은 시뮬 이션 로그램의 환

경설정 화면에서 다양한 값을 부여함으로써, 용된 알고

리즘이 최  경로를 탐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

다. 아래 표는 실험데이터 설정 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센서 송은 재 발화상황과는 상 없이 감지되는 순간 

송이 되는 값이므로 기본값인 10  그 로를 모든 실험 

CASE에서 유지하 다. CASE가 올라갈수록 형화재의 

조건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일수록 최단거리를 빨리 탐색

하여 안내해야만 안 하게 피할 수 있게 된다.

<표 6> 실험 데이터 설정
CASE

센서 송

( )

화염속도

(pixel/sec)

화염 벨

( )

연기속도

(pixel/sec)

연기 벨

( )

CASE1 10 5 30 8 30

CASE2 10 10 35 13 35

CASE3 10 15 40 18 40

CASE4 10 20 45 23 45

CASE5 10 25 50 28 50

아래 [표 7]는  [표 6]의 데이터 셋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이다. 결과 표의 각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도면상에

서 비상구를 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 곳까

지 발화지 을 지정하고, 그 발화지 을 피해서 최단거

리의 비상구로 안내할 때 그 최단거리를 계산하는데 걸

리는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표 7> 자동재난안내방송시스템 실험 결과
CASE

비상구

근처
1번통로 2번통로 3번통로 정 앙

가장 먼 

코

CASE1 0.94 0.72 0.72 0.93 0.72 0.72

CASE2 0.83 0.61 0.62 0.87 0.61 0.58

CASE3 0.71 0.54 0.57 0.77 0.75 0.71

CASE4 0.59 0.38 0.41 0.62 0.39 0.38

CASE5 0.51 0.25 0.24 0.48 0.23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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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의 결과 수치를 정규화 하여 소수2자리까지

만 표 하 다. 결과수치를 보면 발화지 이 어디이든지 

간에 해당 발화지 을 피해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안

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발화지 이 비교  먼 

편에 속하는 경우(1번 통로, 2번 통로, 가장 먼 코 )는 

발화지 과 계없이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안내하면 되

므로 서로 비슷한 정도로 결과가 도출됨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언 한 것처럼 CASE가 올라갈수록 형

화재를 의미하며, 화염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최단경로 

검색 결과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 다. 비상구 근처에

서 발화한 경우 다른 비상구로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구 검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한 

발화지 이 가까운 곳(3번 통로)일수록 화염이 불규칙하

게 확산됨에 따라 어느 비상구로 안내를 해야 하는지를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설정된 시뮬 이션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a. 환경설정)

(b. 발화지  지정)

 

(c. 발화  화면)

(d. 발화후 화면)

[그림 12] 시뮬레이션프로그램 실험 결과 화면

c.발화  화면에서 보면 재 치에서의 최단경로 출

구는 바로 가장 가까운 출구로 지정이 되지만 발화가 진

행되면 화염연기확산 알고리즘에 따라 발화의 방향이 아

래쪽으로 향하는 경우 최 경로탐색 알고리즘에 따라 다

른 쪽의 출구로 사람들을 피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건물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것을 

비하여 실시간 자동재난안내방송시스템을 시뮬 이션

로그램을 심으로 개발하 다. 자동재난안내방송시스

템은 크게 두 가지의 로그램 모듈로 구 되는데, 먼  

재난안내방송의 주요 기능으로는 센서 정보 입력, 셋탑

박스 정보 입력, 미디어 입력, 도면매핑 기능, 상황정보 

정의, LCD 화면 출력, 스피커 동작화면, 시뮬 이션 모니

터링, 각종 시스템 환경설정 기능 등을 구 하 다.

두 번째, 시뮬 이션 로그램은 재난안내방송시스템 

내에 포함된 시뮬 이션 기능을 구동시킬 때 동작하는 

로그램으로써 최단경로탐색 알고리즘과 화염연기확산 

알고리즘을 용한 시뮬 이션 기능, 시뮬 이션 조건 

데이터 설정 기능 등으로 구 하 다. 

 시뮬 이션 로그램의 실험결과 화염연기확산 알

고리즘에 의해 나타나는 화염을 피해서 최단경로탐색 알

고리즘에 따라 최 의 경로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사람들

을 안 하게 피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외에도 자동재난안내방송시스템의 실험결과 Scheduling, 

CODEC, DCOM, MIXING 등의 기능들에 해서도 직  

구 한 알고리즘에 의해 정상 결과를 도출하 다. 

본 논문에서 구 한 시뮬 이터는 데이터 생성/획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기반 실시간 자동재난 및 안내방송시스템의 설계

151

에서부터 정보인식/처리 뿐 만 아니라, 달까지  과정

이 자동  지능화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 인 처로 

험이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 된다. 

경제  효과로는 멀티미디어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여기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존 매장방송용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고, 향

후 u-City 시장에서의 소방방재분야에 진출하여 

u-business 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시스템의 향후 발 방향으로는 도면상 고정 시설

물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자동 도면 매핑 tool을 개발함으

로써 사용자가 매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어려움을 

일 수 있고, 고정/동  시설물의 텍스트 치정보 입력 

명칭을 TTS룰 이용하여 안내하면 더욱 정 하고 정확

한 피 안내가 이루어 질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기

기와 연동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건물 내 LCD 의 출력제

한을 극복할 수 있고, 화재진압을 한 소방  진출입시 

유용한 서비스로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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