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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은 각종 위험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상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열과 연기 등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렵고 장시간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급격한 체력 저하로 야기되는 소방대원의 인명 피해가 발

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하여 투입된 소방대원의 위치 추적 및 상태 등을 확인하여 

만약에 고립된 소방대원이 있을 경우 안전하게 탈출 할 수 있는 실내 측위 및 추적 기술에 대하여 연구한다. 

키워드: 실내측위(Indoor Positioning), 안전(Safety),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추적(Tracking)
관성센서(Inertial Sensor)

I. 서 론

  최근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도시 인구의 증가와 도시 

구조 및 시설의 복잡화와 심ㆍ고층화, 장대터널 등 초고층 건물과 

지하 공간 활용의 증가에 따른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증가에 따른 대형사고 현장과 지구 온난화 등으

로 인한 기후의 이상으로 태풍, 해일 및 지진 등의 대형 자연재해 

현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11월 2일 부평 화

재 소방관 순직 사고 등 이런 재난 및 화재 현장에서는 진압대원

의 안전을 위하여 지휘부간의 위치 정보 및 진압 대원의 신체 정

보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내 위치 파악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진압 대원들이 화재현장에서 작업 시 필요한 요소 요소에 투입시

킬 수 있으며, 지휘부의 신속한 지시로 진압 시간을 단축시켜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대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변의 동료 대원들이 구조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재
난 현장에서 진압 대원들은 중앙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
한 대원들 간의 상호 위치를 인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진압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내 측위 및 추적 기술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화재 현장 등에서 진압소방대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

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구 주위를 회전하는 

6 개 궤도면의 24 개 위성을 이용하며 각 GPS 위성은 항법메시지를 

송출하는데, 지상의 수신기는 이러한 항법 메시지를 수신하여 최소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고 삼각 측정법에 의해 수신

기 자신의 위치를 좌표로 구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1]이고  두 번째는 실내나 지하 공간에서는 GPS 위성 신호

가 도달하지 못하므로, GPS 수신기로는 수신기의 위성에서 보내는 

항법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함으로 수신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미리 실내공간에 설치된 측위 장치를 사용한다. 그리고 실내 환경을 

조사하여 최적의 장소에 실내측위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하여 안정

된 전파 환경에서의 위치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 방식으로는 기지국 기반, WiFi UWB 등 근거리 이동통신 

등을 사용한다. 응용 분야에는 쇼핑몰 안내, 병원 객실 안내 등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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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내 측위 

Fig. 1. Indoor Positioning

 
기존에 연구 개발되고 있는 실내측위 방법은 주로 AP(Access 

Point)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위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측위 AP 및 단말을 구성하

는 통신 방식이다. 이러한 통신 방식에는 기지국으로 기반으로 하

는 방법,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CSS 를 사용하

는 방법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위치측정 방법에는 AoA, ToA, TDoA 그리고 Cell-ID[4] 등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측위 장치를 어떻게 설치 운영

하는가 하는 방법이다.

표 1.  실내 측위 연구 동향

Table 1. Trend of Indoor Positioning Research[2]

1.1 통신 방식

통신 방식에는 3개 이상의 기지국 신호를 단말기가 받아서 네

트워크에 있는 측위 서버로 전송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기지국 방

식, AP에서 전송되는 전파세기를 기반으로 하는 Wi-Fi 방식,적은 

파워로 근거리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통신 방식으로 전파세기를 기

반으로 하는 Zigbee방식, 단거리 구간에서 저전력으로 넓은 스펙

트럼 주파수를 통해 많은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 기

술인 UWB(Ultra Wide Band) 및 Zigbee의 전파특성을 보완한 

CSS(Chirp spread Spectrum) 방식 등이 있다.

1.2 측위 측정 방식

AoA(Angle of Arrival) 방식은 AP에서 전송된 신호의 각 정

보를 사용하여 단말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AP에서 

4~12개의 안테나가 각 방향별로 배치되어 있고, 신호를 보내는 안

테나의 번호를 수신하여 각 AP 안테나의 방향, 즉 cell site (커버 

영역)와 신호원이 만나는 곳을 단말의 위치로 추정한다. 이 방식은 

시간 동기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smart 안테나를 사용해야 하며 

정확한 안테나의 장착이 필수적이다. 또한 단말이 AP 가까이에 

있거나 주위 환경에 의해 신호가 산란이 되는 경우 큰 오차를 유

발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안테나와 정밀한 안테나가 요구된다.

그림 2.  AoA 방식

Fig. 2. AoA Method

ToA(Time of Arrival)[5,6,7] 방식은 단말기와 3 개의 AP 와
의 신호 전달시간을 계산하여 삼각측정법에 의해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GPS 의 위치측정 방법으로 전파 도달시간을 

측정하여 AP 로부터 단말기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이것을 기

하학적으로 AP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게 되고 단말기는 이 원에 

있게 된다. 인접 AP 로부터 여러 개의 원이 생기게 되고, 이 원들

의 교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각 AP 와 단말기 

간 정확한 클럭 동기가 필요하다. 

그림 3.  ToA 방식

Fig. 3. ToA Method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8]방식은 Serving AP 를 

기준으로 주변 AP 의 신호지연을 측정하는 것으로 3개의 AP 신호

획득이 필요하다. 기준 AP 와 인접 AP 의 신호도달 시각차를 이용

하여 두 AP 를 초점으로 쌍곡선을 그리게 되고, 단말기는 이 쌍곡

선 위애 위치한다. 여러 개의 AP 들부터 얻은 여러 쌍곡선의 교점

을 단말기의 위치로 추정한다. ToA 와 다르게 각 AP 와 단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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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클럭 동기가 필요치 않지만 AP 간의 동기가 필요하다.

그림 4.  TDoA 방식

Fig. 4. TDoA Method

 

SDS_TWR(Symmetrical Double-Sided Two Way Ranging) 
방식은 AP와 단말기간의 거리를 좀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AP 와 단말기간의 클럭 시간차를 기준으로 

신호전달시간을 구하는 방법대신 시간정보를 메시지 형태로 송신 

및 수신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클럭 동기가 

필요치 않다. 아래 그림5는 측위 AP에서 먼저 특정 메시지를 보

내는 경우이다.  측위 단말과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메시

지를 주고 다시 응답받는 시간(A 와 D)에서 각각의 내부 프로세

싱 시간(B 와 C)를 빼는 방식이다.

 거리 

      
 

그림 5.  SDS_TWR 방식

Fig. 5. SDS-TWD Method

Cell-ID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무선측위 방법은 통신용 전파 송

수신 인프라(기지국, 중계기, AP 등: 이하 AP로 통일)에 접속된 

단말의 위치를 해당 AP의 위치로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특정 AP
와 연결됨으로써 단말의 위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으며 이 기법으로 단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측위 

오차는 최대 cell 반경만큼 발생한다.

III. 본 론

본 연구는 GPS를 기본으로  실내에 GPS신호가 도달하지 못하

므로 정확한 실내 측위를 위해서는 진압소방대원은 에드 혹

(ad_hoc) 네트워크가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하며 단말기에 내장된 

관성센서 및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며 각 센서 값 및 자신의 위치 

값을 전송하는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모뎀 그리고 소방대원 정확한 위치를 위한 초해상도

를 구현하는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SAR) 등
을 활용한다. 또한 RF비콘 기반의 측위기술을 혼합하여 각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여 최종 실내측위 시스템을 구현 한다.현장 지휘본부

[3]의 수신기는 수신되는 신호를 판독하고 송신기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고 현장으로부터 전달되는 많은 수의 신호를 분류하여 정확

한 위치를 확인한다. 정확한 실내 측위 위하여 3대 이상의 소방차량

은 화재 현장 주위에 배치된다. 측위 측정 방식으로는 TDOA를 

활용하여 송신측으로부터 불일치되는 신호를 제거 한다. 본 연구는 

관성센서 기반의 실내측위 및 오차보정을 위한 차량용 비콘감지 

기술을 혼합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고 최종 운영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미들웨어방식으로 고정식 비콘의 좌표를 GPS로부터 수

신 설정하며 관성센서 단말기의 정보가 주기적으로 전송되기 때문

에 여러 개의 좌표를 서로 비교하여 측위 단말기 위치가 비콘 좌표

와 오차가 발생할 경우 좌표정보를 실행한다. 또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한 화재현장의 도면

을 활용한다면 진압 경로를 표출하여 훨씬 더 정확한 작전 및 중요

한고 위급한 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6.  서버 쪽 실내 측위 시스템 구성도 

Fig. 6. Indoor positioning System Configuration          

of Server Side

위치측위(관성센서) 단말기로부터 GPS좌표를 받아 X,Y,Z 좌

표계로 변환한다. 그리고 무선중계기로부터 비콘과 비콘 수신기의 

정보를 받아 위치측위 단말기의 위치 오차를 보정한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360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및 화재 현장에서 투입 소방관의 위치를 추

적하여 투입 소방관의 안정성 확보 및 원활한 지휘를 할 수 있도

록 실내 측위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또한 아래와 같은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건물 내에서 현장대원의 위치뿐만 아니라 

재난환경, 개인안전, 및 음영 지역에서 원활한 통신을 위한 안테나

기술 등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1) 소방대원의 안전성 향상

현장에서 진압대원의  위치정보를 통해 고립 및 개인 안전에 문

제가 발생할 경우 지휘본부에서 대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는 안도감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됨으로 인해 심리

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서 대원들은 본부를 더욱 신뢰하며 진압

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즉각적인 상황 대응

진압 대원의 위치 파악을 통해 고립 같은 위험요소가 발생 시 

지휘본부에서 신속하게 구조 및 지시함으로 현장 대응 능력이 향

상될 것이다.
향후에는 대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상황실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DMB재난문자방송을 통해 DMB수신기

(DMB폰, PMP, 네비게이션등)에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고 2G 휴대폰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는 CBS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후기

본 연구는 2014년도 소방방재청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

발사업(R&D) 사업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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