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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재 대피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내공간에서 대피자의 위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실내에서 대피자 위치 파악에 고주파 활용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고주파 특성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피자 위치 인식 기술 및 화재 대피 안내시스템을 개발하고

자 한다. 전체 시스템은 앱 서버, 위치 인식부, 대피경로 탐색 및 출력부, Wi-Fi통신 기반의 스피커 출력부를 포함해 

개발했으며, 화재 상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

는 화재 시 고주파를 활용한 대피자 위치 감별을 사용하는 화재 대피 안내시스템의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된다.

ABSTRACT

Although studies on fire evacuation systems are increasing, studies on the evacuation of evacuees in indoor spaces are 
insufficient. According to the latest research,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use of high frequency might be effective for 
identifying the location of evacuees indoors.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authors intend to develop evacuation location 
recognition technology and fire evacuation guidance system using high-frequency and a smartphone. The entire system 
was developed, including an app server, evacuees location recognition unit, an evacuation route search, an output unit, and 
a speaker unit based on Wi-Fi communica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proved the possibility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n the fire situation data.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n essential study of a fire evacuation 
guidance system using high frequency data in case of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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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손실을 감소하고자, 
화재 예측 및 경고 대피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 및 IoT 기술을 연계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딥러닝, CNN 모
델 등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도 활성화되

고 있다. 이는 화재 상황의 연기 및 소음 특성상 비상 유

도등 식별이 어렵고, 폭발로 인한 전력 끊김 현상, 대피 

병목현상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기구축된 시스템의 한

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1].
그러나 화재 대피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본 결과, 네

트워크 연계 기술이 공백 기술이거나, 개별 요소 기술 

및 시뮬레이션 위주의 연구가 이루어지며 실내공간 위

치 인식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 
특히 실내공간의 대피자 위치 파악의 경우, 실내 GPS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Wi-Fi, Bluetooth, Computer vision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더 나아

가 고주파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논문들이 있다. 실
내공간에서 고주파 음향을 이용하는 것은 고주파 영역

이 비가청 영역으로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의 장점이 있

고, 화재 상황의 시각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

다[2, 3]. 이를 통해 볼 때, GPS가 아닌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공간의 대피자 위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

접적인 대피경로를 표출하는 통합적인 화재 대피시스

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주파를 기반으로 분류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개별 대피자의 실내 위치를 인식하고, 이
를 화재 대피 안내와 연계한다. 구체적으로 서버, 위치 

인식부, 대피경로 탐색 및 출력부, Wi-Fi 통신 기반의 스

피커 출력부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모의 실험하여 제안하

는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반영해 화재 대피 시스

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2.1. 실내 화재 대피시스템

실내 화재 대피시스템은 화재 감지, 대피자 위치 파

악, 대피경로 탐색, 대피경보 및 출력을 포함하는 시스

템으로 센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통

해 논의되어왔다. 화재 감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시스

템을 개발하여 제시한 기존 연구 사례로, 무선 센서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시한 화재 정보를 인지하고, 화재 

위치에 따른 비상등 방향을 결정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있다[4]. 이와 유사하게 온도, 일산화탄소 농

도 측정 센서 네트워크와 유도등의 결합을 통한 대피경

로 안내시스템 및 관리자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가 있

다[5]. 또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중심의 재난 안내 방

송 시스템을 개발하여, 발화점, 센서 정보 등의 환경설

정 기능을 입력하면 최단 경로 탐색 알고리즘과 화염 연

기 확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대피 안내를 구현한 연구

가 존재한다[6]. 이러한 대피시스템의 개발은 화재 감지

부터 대피경로 표출까지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대피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다만, 위의 시스템은 실내 대피자의 실질적인 위

치는 파악하지 않고, 대피자에게 수동적인 정보를 제공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실내 위치 인식이 공백인 

경우, 일방적인 대피 안내에 따라 출구 병목현상이 발생

할 수 있어 최단 시간 대피 및 분산 대피의 어려움이 발

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피자의 관점에서 개선된 시

스템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스템을 고안하여 대피

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피 정보

를 제공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실내공간을 가정하고, 스마트폰과 지향성 스피

커를 활용하여 신호를 수집하고, 대피 방향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한 연구가 존재한다[7]. 이외에도 스마트폰

의 대피 정보 모바일 앱, 비상 관제 시스템, 위치 확인 장

치를 포함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Beacon 모델을 통해 통

신하며 최적의 대피경로를 산출하고 표출하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8].

2.2. 고주파 분석의 활용

고주파를 활용한 감지와 분류, 분석 등의 방법을 연구

에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다. 가령 고주파를 이

용해 사람의 손동작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미

지 데이터로 변환된 손동작에 따른 고주파 데이터를 분

류하는 CNN 모델을 구축하여 94%의 정확도를 얻은 사

례가 있다[9]. 이 외로,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실내 위치 

추적 앱을 통해 건물 내에 설치된 여러 대의 마이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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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kHz의 고주파를 송출하는 스마트폰의 상대 위치를 

추정하는 시스템이 제안된 적 있다. 이 시스템은 ±10cm 
정도의 정확도를 내며 실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고주파 사용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10]. 
또한 재난 상황의 실내 환경에서 고주파를 적용하여 방

향을 감지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된 바 있다[7].

2.3. 시사점

실내 화재 대피시스템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개
별 대피자의 실질적 위치 파악을 기반으로 대피경로 탐

색, 대피경보 및 경로 출력을 포함하는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대피자 위치 파악과 대피경로

를 분석·예측하는데 딥러닝(RNN), 최단 거리 알고리즘

(A*, Dijkstra), 화염 연기 확산 알고리즘 등의 기법이 활

용되어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는 시스템 구현에 관

한 모의실험의 과정에서 현실 화재 상황에 대한 데이터

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대피자와 실시

간으로 상호작용하여 대피자 관점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화재 시 효과적인 기

능 수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치 설치를 위한 비용이 

들어 당장에 모든 건물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화재 시 장치 손실로 인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실내에 존재하는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며, 대피자의 스

마트폰으로 실시간 상호작용하는 대피시스템을 제시하

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고주파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음성 데이터를 얻은 결과에 대해 고주파 분석을 수행하

고자 한다. 이를 활용하여 대피자가 존재하는 구역을 도

출해내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내 대피자의 위치를 실

시간 양방향 통신을 통해 인식하고자 한다. 이후 실제 

화재 상황과 유사한 데이터를 취득하여 고주파 감지 성

능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Ⅲ. 고주파 화재 대피 안내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서버, 위치 인식부, 
대피경로 탐색 및 출력부, Wi-Fi 통신 기반의 스피커 출

력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그림 1 참고) 화재 

발생 시 건물 내의 스피커들은 구역마다 정해진 고주파 

패턴들을 송출하는 상황에서 대피자가 앱을 실행하면 

스마트폰 마이크에서 1초 단위로 녹음된 wave 파일이 

앱 서버의 저장소로 전송된다. 이후 고주파 패턴을 포함

한 화재 상황 소음에서부터 고주파 감지·분석 알고리즘

을 수행함으로 대피자의 현 위치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도출된 대피자의 위치 정보는 MQTT 통신을 통해 Unity 
플랫폼 기반으로 구현된 대피경로 탐색부로 전달된다. 
대피경로 탐색부는 대피자의 위치에서 A*기반의 알고

리즘을 통해 최적화된 경로를 도출해내어 대피경로 정

보를 이미지 형태로 앱 서버의 저장소에 전달한다. 최종

적으로, 대피자의 앱에서는 대피경로 안내 이미지 정보 

기반으로 대피가 안내된다. 또한, 이와 동시에 건물의 

위치별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동시 대피경로 안내를 수

행한다.

Fig. 1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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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앱 서버

앱 서버는 AWS를 사용하며 S3를 이용해 저장 기능

을 사용한다. 화재 발생 시 대피자의 스마트폰이 앱에 

연결된 후, 스마트폰으로부터 S3의 파일 저장소를 통해 

음성파일을 전송받아 신호검출부에 전달되도록 하며, 
경로 탐색부의 최적 경로 탐색 결과를 이미지 형태로 받

아 앱을 통해 대피자에게 표출하는 역할을 한다.

3.2. 위치 인식부

3.2.1. 신호 검출 방법론

신호 검출 파트에서는 화재 시 대피자의 위치 파악을 

위해 일상에서 발생할 확률이 적은 고주파의 사용을 제

시한다. 위치 파악을 위한 신호 검출은 고주파를 감지하

고 분류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위치 인식부가 

앱 서버의 파일 저장소로부터 음성신호와 각 범위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패턴 정보를 읽어온다. 이후 주파수 분

석을 위해 음성신호를 FFT 변환을 통해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고주파 패턴 정보를 사용해 고주파 

감지를 위한 필터를 생성한다. 필터는 도플러효과로 인

한 주파수 변화를 반영하여 생성된다. 도플러 효과로 인

한 주파수 이동 현상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아래 식 

(1)과 같다.

관측  파원∓파동속도
관측자속도  (1)

(접근: +,멀어짐:-)

파동속도    섭씨온도× (2)

위 식 (1)에서 관측자속도는 사람의 최대 달리기 속도 

: 45Km/h = 12.5m/s를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파동 속도

는 위 식 (2)에서 일 년 동안의 기온 평균을 나타내는 상

온 15°C로 적용되었다.
신호 검출은 string 형태의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로 

변환된 실시간 데이터와 필터들 간의 비교를 통해 계산

하는 것을 통한다. 계산 시 실시간 데이터에 필터를 덧

대었을 때 필터의 각 분리된 주파수 영역 공간에 신호가 

존재하는지를 감지하며, 존재한다면 데시벨 크기와의 

연산을 수행한다. 주파수마다 도플러 효과로 인해 확장

된 영역 내에서 감지된 근접한 고주파는 하나의 주파수

로 취급되며, 최댓값을 취한다. 필터의 모양에 따라 감

지될 수 있는 최댓값과 최솟값이 결정되어 계산되며, 필
터의 최솟값 및 최댓값은 거리별 스마트폰 녹음 데시벨 

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최솟값 및 최댓값의 기준값들

은 실험을 통해 결정하였다 (4장의 그림 8 참고). 실시간 

음성에서 검출된 고주파의 데시벨은 실험 결과의 8.1m
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50dB 미만의 경우 고주파가 검출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여러 패턴의 고주파들이 동

시 검출될 경우 계산한 결괏값이 가장 큰 것으로 대피자

의 위치를 결정한다. 계산 결과로 대피자의 위치를 결정

한 후, 위치 인식부는 그림 2와 같이 MQTT 통신을 통해 

현장 건물 조건을 반영한 Unity 프로그램에게 대피자의 

위치를 알리고 마무리된다. 

Fig. 2 Received MQTT message

3.2.2. 소음 및 고주파 데이터

연구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화재 상황 노이즈와 대

피자 위치 식별을 위해 사용될 고주파 데이터로 구성된

다. 화재 상황 노이즈는 현실 화재 상황을 반영하기 위

한 것으로 소방서와 안전체험관으로부터 수집했다. 고
주파 데이터는 사인파로 합성된 음성을 사용하며, 본 연

구에서는 고주파로서의 실험용으로 18,000 ~ 20,000Hz
를 사용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현장의 음성을 스마트폰

으로 녹음한 파일을 사용한다. 또한, 주파수 분석이 목

적이기 때문에 모든 음성 데이터는 FFT 변환이 수행된 

결과를 string 형태로 사용하며, 실제 사용 방법과 같이 1
초 간격으로 나누어진 연속 데이터들을 사용하며 742개
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된다. 본 연구에 활용된 FFT 변
환은 입력 신호가 각각 어떤 주파수의 주기 함수들로 구

성되어있는지 분해하여 표현해주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화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집하였고, 대부분의 데

이터에서는 그림 3과 같이 고주파 대역에서의 소음들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 4와 같이 그중에서도 고

주파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는 물대포, 사이렌, 전동톱, 
완강기 데이터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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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ta Set without High Frequency

Fig. 4 Data Set with High Frequency

3.3. 대피경로  탐색부, 대피경로 출력부

그림 5는 전체 시스템 흐름도로 각 파트의 작업과 입

출력의 흐름을 나타내준다. 
Unity의 대피경로 탐색은 위치 인식부로부터 대피자

의 위치를 MQTT 통신을 통해 받아온 뒤 시작된다. 대피

경로 알고리즘은 A*기반의 Unity 알고리즘인 NavMesh
를 사용한다. 사용자의 위치에서 출구까지의 여러 경로

를 탐색 후 병목현상을 시간에 반영해 최소 시간의 경로

를 최적으로 도출한다. 최적의 경로는 PNG 이미지 형태

로 앱 서버로 전달한다. 개별 대피자의 스마트폰 앱은 

전달받은 이미지로 각각의 대피자에게 대피경로 안내

를 해준다. 또한, 동시에 대피경로 탐색부가 MQTT 신
호를 Wi-Fi 스피커에 전달해 방향 안내를 진행한다.

3.4. Wi-Fi 통신 기반의 스피커 출력부

Wi-Fi 통신 기반의 스피커 출력부는 그림 6과 같은 

설계를 바탕으로 한다. 아두이노 우노(Arduino Uno)를 

기반으로 Wi-Fi 모듈이 추가된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음향을 송출한다. Wi-Fi 통신 기능은 WiFi Shield를 사

용하며 MQTT통신을 통해 명령 송수신을 구현하였다. 
하드웨어와 관련하여 스피커는 QA-2101F를 사용했으

며, Mp3 모듈은 A Mini MP3 Player를 사용한다. 
실제 실험에 있어서 사용된 Wi-Fi 기반 스피커의 경

Fig. 5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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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고주파의 일정한 송출에 한계를 보였기에 대피경로 

안내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 고주파 송출에는 일반 스피

커가 사용되었다. 향후 Wi-Fi 스피커의 사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더 발전되어 Wi-Fi 스피커를 고

주파 송출에도 사용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

이다.

Fig. 6 Wi-Fi Speaker

Ⅳ. 시스템 구현

4.1. 위치 인식부

4.1.1. 실험개요

화재 상황에서 고주파 대역의 음성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체적

으로 거리별 고주파와 노이즈 송출 실험을 수행하였으

며, 이를 통해 고주파 감지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였

다. 실험에 활용된 데이터는 3.2.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현실 화재 상황 노이즈 데이터 및 18,000~20,000Hz의 

고주파로 구성된다. 
고주파 감지 거리 측정을 위해 그림 7과 같은 실내공

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바닥의 눈금

을 활용하여 거리별 위치에서 녹음하는 방식으로 실험

이 진행되었다. 녹음에 활용된 스마트폰은 Galaxy A30
이었다.

Fig. 7 Experiment Picture

Fig. 8 High frequency signal by distance

그림 8은 거리별 고주파 송출을 가정하여 실험한 결

과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결과로, 최대거리 8.1m일 때 

50dB이 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 감지에 사용될 고

주파를 송출할 스피커가 화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주

파 노이즈보다 높은 데시벨을 송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

고, 이는 화재 상황에서도 고주파가 스마트폰을 통해 녹

음·감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실 화

재 상황에서 대피자의 위치 파악에 고주파 활용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4.1.2. 신호검출 결과

그림 9는 FFT 변환을 거친 742개의 총 데이터 중 하

나의 데이터에 대해 필터와의 비교 연산작업 수행과정

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필터와 실시간 음성을 한꺼번에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위의 수치는 각 Area와의 일치를 

데시벨과의 연산한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0.9m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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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m 직진 범위 내에서 총 742개의 데이터에서 99.45%의 
정답률을 보였다.

Fig. 9 Signal Detecting Output

4.2. 대피경로 탐색부, 대피경로 출력부

신호 검출 결과로 대피자의 위치를 명시한 MQTT 신
호가 Unity 프로그램에 전달되면 최적 경로탐색이 시작

된다. 본 논문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화재 대피 

시뮬레이션 시스템 연구의 방식을 사용한다[11]. 아래

의 그림 10은 화재 발생지와 대피자의 위치 기반으로 최

적의 대피경로를 탐색해낸 결과를 도출해낸 결과다. 이
와 같은 이미지는 앱 서버의 파일 저장소에 저장되며, 
대피경로 출력부인 앱과 3.4에 개발된 스피커를 통해 안

내된다.

Fig. 10 Evacuation Route Output

Ⅴ. 결 론

5.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기존 실내 재난 대피 연구들의 추가 장치를 

설치해야만 현실에 적용 가능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자, 추가적인 센서 설치 없이 기존 건물에 설치된 장치

인 스피커와 스마트폰만을 사용한 방식의 시스템을 제

시한다. 또한, 대피자의 스마트폰과 실시간 상호작용하

며 대피자 관점의 실질적인 정보 제공의 정확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대피자 위치 파악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

한다. 더욱이 재난 시 고주파를 활용하는 기존 연구에서

는 현실 화재 상황에 대한 음성 데이터 기반 분석을 수

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7].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현실 화재 상황과 유사한 음성 데이터 취득 후 시

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입증

하였다. 이는 화재 상황 시 고주파를 이용한 대피자 위

치 감별을 포함한 화재 대피 안내시스템의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대피경로 안내부인 앱에서 안내의 구체화

가 필요하며, 대피자 관점의 대피경로 출력의 다양한 방

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 외로, Wi-Fi 스피커가 고주파 

송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고주파 패턴의 고도화를 통해 대피자 위치 감별의 

정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주파 패턴의 고도

화도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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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국제도시 및 인프라 연구센터(연구원)
※ 관심분야 : IoT, 스마트시티

염춘호(Chunho Yeom)

1998년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공학사)
1998년 ~ 2018년 한국도로공사 책임연구원
2006년 노쓰캐롤라이나주립대 토목공학과 석사(공학석사)
2015년 노쓰캐롤라이나주립대 토목공학과 박사(공학박사)
2018년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도로교통, 재난정보, IoT, Big d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