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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홈 네트워크 분야가 발전하면서 건물이나 집안 내부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들도 발전하고 있다. 화재 

역시 다양한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지하는 센서들이 개발되고, 화재 진압 시스템도 발전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감지 시스템에 Cricket 센서 네트워크 이용한 위치 추적 기법을 추가

하여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는 신속한 인명 구조에 도

움을 주고, 홈 네트워크의 새로운 한 분야를 제시한다.

1. 서론

   화재 발생 상황에서는 건물 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건물 내부 사람의 치를 외부의 구조 가 악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구조가 늦어지고 인명 피해가 증가 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건물 내부에 있

는 사람의 치를 추 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시 내부에 있는 사람의 치를 알 

수 있다. 재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들은 한번 구축이 되

면 확장이 어렵지만 본 시스템은 단지 화재 발생이라는 

일종의 신호만을 받을 수 있다면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2. 련 연구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방법에는 온도의 상승이나 연기, 

불꽃을 감지하는 방법, 자외선 센서에 의한 방법 등이 있

으나 최근에는 CCTV에 의한 상센서에 의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섬유를 이용하는 센

서도 개발되고 있다[1, 2, 3].

실내 치 측정 시스템에는 외선 신호를 이용하는 

Active Badge System[4], 음  펄스를 이용하는 Active 

Bats System[5],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UWB(Ultra Wide 

Band)를 이용한 치 측정 시스템[6], 상 인식을 이용한 

측정 시스템인 Easy Living Project[7], IEEE 802.11 무선 

랜 환경 기반인 MS사의 RADAR[8], 그리고 RF 신호의 

도달 시간을 측정하여 치를 악하는 PinPoint사의 

3D-iD[9]등이 있다.

화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 인식 기반인 Easy 

Living Project는 화재에 발생할 수 있는 연기에 의해 방

해를 받을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Active Badge는 구성

이 비교  간단하고, 렴하지만 형 등 불빛에 노출되면 

성능이 하 된다. Active Bats도 구성이 간단하고, 렴

하지만 네트워크 기반의 치 인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별도의 네트워크 리가 필요하

다는 단 이 있다. MIT에서 개발된 Cricket은 음 를 

이용해 거리 값을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렴하다. 한 화재 상황에 간섭이 생길 우려가 으므로 

본 시스템에 용하 다.

3. 시스템 설계

본 시스템은 온도, 습도, 조도와 같은 환경 정보와 사

람의 치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히 해석하여 화재 발생여부와 사람의 치 정보를 추

출하는 서버 그리고 추출된 정보를 표시하는 모니터링과 

같이 크게 세부분으로 나 어진다. 환경 정보 수집을 한

ZigbeX와 치 정보 수집을 한 Cricket을 사용한다. 본

래 Cricket은 실내 환경에서 RF와 음 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두 센서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이 

Cricket의 요한 특징  하나는 거리 정보 이외에도 

SP(Space ID)를 이용하여 Cricket 센서가 설치된 장소에 

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음 는 벽과 같은 

장애물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

는 Cricket 센서에서 측정된 거리를 어떤 한 공간에 존재

하는지에 한 유무의 기 으로 사용하 다. 센서들의 

원은 배터리에 의해서 공 받으므로 설치된 건물에 해

서 독립 이기 때문에 화재 시 정 에 비할 수도 있다. 

센서들의 환경 정보는 Sink node로 모아져 무선 통신을 

통해 서버로 송되기 때문에 이 Sink node만을 화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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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체 구성

터 보호하면 회선 괴를 비할 수 있다.

시스템 체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3.1. 정보 수집 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 수집을 온도, 조도, 습도 등과 같

은 환경 정보 수집과 화재 시 구조를 원하는 사람의 치

수집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환경 정보 수집을 

한 ZigbeX 센서 노드는 실내에 정해진 치에 설치되며, 

보드에 부착된 온도, 조도, 습도 센서에 의해 그에 해당하

는 정보를 수집하여 EMPOS에 연결된 Zigbex 싱크 노드

로 송한다. 한, ZigbeX는  력의 무선 센서로 설치

된 건물과는 독립 인 력을 갖고, 센서 노드와 싱크 노

드와의 통신도 RF 신호를 사용해 화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 과 회선 괴에도 안 한 통신을 보장할 수 있

다. 노드 간의 통신 거리는 약 100m이다. 그 이상의 거리

인 경우에는 멀티홉을 사용하여 거리 제한에 한 제약으

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아래 [그림 2]는 정보 수집 센서

인 ZigbeX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이다.

[그림 2] 정보 수집 센서 ZigbeX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치 정보 수집을 해서는 Cricket이 사용된다. 

Cricket은 하는 역할에 따라 Beacon과 Listener로 구분된

다. Beacon은 송신부로 RF(radio frequency)와 US(Ultra 

sonic)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로드캐스 하며, Listener는 

수신부로 Beacon의 RF와 US신호를 받는다. Cricket의 기

본 인 동작 원리는 Beacon에서 RF와 US신호를 Listener

로 동시에 보내 각각의 수신 시간의 차이를 계산해 거리

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US신호가 RF신호

와는 달리 벽과 같은 장애물을 거치면 신호 세기의 감쇠 

정도가 크다는 을 이용해 거리 값이 측정됨으로써 특정

한 공간 안에서의 Listener존재 여부를 별한다. Beacon

과 Listener사이 장애물 유무에 따라 [그림 3]에서처럼 거

리 값이 산출된다. 그림에서 SP는 beacon의 ID를 의미하

며, DB는 Beacon과 Listener 사이의 거리 값이다.

 [그림 3] 장애물 유무에 따른 거리 값 산출

NLOS(Non-Line-of-Sight)인 경우, 거리 값을 이용하

면 오차 범  5Cm 이내로 정확한 치를 측정할 수도 있

으나 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오차 범 가 커

지거나 거리를 구할 수 없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물 어느 한 공간 안에 있다는 정보만 있더라도, 구조원

들의 육안만으로도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식별 가능

하기 때문에 구출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

템에서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는 physical position보다

는 안방, 거실등과 같은 symbolic location을 사용하 다. 

각 beacon들이 설치된 공간을 구별하기 해 각각의 ID가 

부여된다. 이 데이터는 RF신호에 포함되어  Listener에게 

송한 후, PDA는 Beacon ID, 거리 값 그리고 Listener의 

ID를 서버로 송한다. 아래 [그림 4]는  Listener와 시리

얼로 연결된 PDA의 모습이다. 

[그림 4] Listener와 시리얼로 연결된 PDA

3.2. 서버

서버는 ZigbeX들이 보낸 데이터인 건물 내부 환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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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추출하고, 센싱된 정보 에서 온도만 감시해 화재 

발생 여부를 단한다. 물론, 화재를 단하는데 온도, 연

기 그리고 가스 센서 등을 이용하여 좀 더 정확하게 화재

발생 유무를 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런 

센서들을 이용하여 화재가 단된 후, 건물 내부 사람의 

치 정보를 이용하여 구출 시간을 단축하여 인명의 피해

를 감소하는데 목 이 있기 때문에 화재 시 발생되는 공

통 인 온도 상승을 센싱하기에는 ZigbeX 온도 센서만으

로 충분하다. 한, 서버는 센싱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 로그램에 송하고 화재 원인과 경로 등을 분석

하기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3.3. 모니터링 로그램

아래 [그림 5]의 가정용 모니터링 로그램은 평상시에

는 온도, 습도, 조도 등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환경 정보

를 수집하여 쾌 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5] 가정용 모니터링 로그램

아래 [그림 6] 리용 모니터링 로그램은 화재가 발생

시, 아 트 리실이나 해당 할 소방서에서 아 트 안에

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의 치와 화재의 경로를 악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림 6]  리용 모니터링 로그램

4. 구   실험 결과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ZigbeX와  Cricket의 사양은 아

래 [표 1]과 같다.

[표 1] Cricket과 Zigbex 보드 사양

센서 Cricket Zigbex

사양

ATmega 128L

433.1~ 434.8MHz 

Ultrasonic 센서

ATmega 128L

2.4GHz Zigbee

온도, 조도. 습도 센서

이 시스템을 구 하기 해 아래 [그림 7]과 같은 모형

을 제작하여 실험을 하 다. 모형의 크기는 110㎝(Width) 

× 90㎝(Depth) × 30㎝(Height) 이다. 즉, 실축 은 1:10 이

다. 단, 방과 방사이의 벽의 높이는 우회하는 US신호를 

막기 해 실제 비율보다 높게 제작되었다.

[그림 7] 제작된 모형

실험에서는 4개의 ZigbeX와 6개의 Cricket이 사용되었

다. Zigbex는 방에 3개, 거실에 한 개를 사용하고, Cricket

은 Beacon을 방에 3개, 거실, 복도에 각각 한 개씩 총 5개

와 Listener용으로 한 개를  사용한다. Cricket의 경우 작

게 축소된 모형의 벽은 실제 벽에 비교 실험을 해 본 결

과, US신호가 벽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감쇠 정도가 크

지 않았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Cricket에 우드락 상자를 

덧 워서 US신호를 감쇄시켜 주었다. 실험에서는 임의

으로 온도를 높여 화재 발생을 유도하기 해서 가정용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 고 화재 감지 온도도 50℃로 실

제보다는 낮게 설정을 하 다.

아래 [그림 8]에서 온도가 50℃ 이상 상승하자 경고 메

시지가 모니터링 로그램 에 표시된다. 그리고 [그림 

9]를 살펴보면, 체 모니터링 로그램의 우 상단부분 

Fire Information 부분은 사람이 치한 공간을 나타내며, 

우 하단 부분인 Fire Root는 화재 진행 경로를 나타낸다.  

한 좌측에 확 된 경고 메시지를 통해 아 트 어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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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느 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그림 8] 화재 경고 표시

[그림 9] 체 모니터링 로그램

체 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만약에 어느 한 아 트 

100동의 101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화재 발

생에 의해 101호의 실내 온도는 50℃ 이상까지 상승할 것

이다. 101호에 설치되어 있는 Zigbex는 정해진 주기에 따

라 주변 온도를 센싱하여 EMPOS를 통해 환경 정보를 서

버로 달된다. 서버에서는 화재가 101호 안방의 Zigbex

가 임계값 이상의 온도가 감지되었다고 단되면, 해당 가

정 병원 그리고 소방서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통보를 한다. 

그 동안 불길은 더욱 거세져서 안방에서 공부방으로 퍼져

갔고, 안방에서 한 사람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화재를 신

고를 받은 소방 은 화재 진원지로 이동 시 화재가 어디

서 발생했는지 생존자가 화재가 발생한 특정한 어느 치

에 있는지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화재 

장에 도착하자마자, 소방 구조 는 101호 안방으로 신속하

게 이동한다면, 안방에 있는 사람의 생존율은 더욱 더 높

아질 것이다. 본 논문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이런 사람의 

치 정보를 알 수 있는 Cricket 센서를 이용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구조 시 생존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있다.

5. 결론 

화재가 발생되면 건물 내부의 통신망이나 선이 괴

되기 때문에 독립된 력을 갖는  력의 무선 센서들

을 사용한 시스템들이 유리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 화재 감지 센서로 력 무선 센

서인 Zigbex를 사용하여 온도 센싱하고 무선으로 서버에 

송한다. 한, 이 게 서버로 달된 온도 정보들을 바

탕으로 화재로 단되면, Cricket 센서로부터 치 정보를 

제공받아 소방 구조 들이 화재 장에 도착하자마자 신

속하게 생존자의 치를 악하여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즉, 본 시스템은 화재를 감지한 후, 생존자의 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인명 구조에 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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