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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 환경에서 실내 위기관리를 위한 

스마트 장치 기반의 재난대피 시스템

(A Disaster Evacuation System Using Smart Devices 

for Indoor Crisis Management in BL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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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a novel disaster evacuation system using embedded systems 

such as smart devices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indoor environments deployed 

with the Bluetooth Low Energy(BLE) beacons, smart devices detect their indoor positions from 

beacon messages and interact with Map Server(MS) and Route Server(RS) in the Internet over 

the LTE and/or Wi-Fi functions. The MS and RS generate an optimal path to the nearest 

emergency exit based on a novel graph generation method for less route computation, called the 

Disaster Evacuation Graph(DEG), for each smart device. The DEG also enables efficient 

processing of some constraints in the computation of route, such as load balancing in situation of 

different capacities of paths or exits. All data interfaces among three system components, the 

MS, RS, smart devices, have been defined for modular implementation of our disaster evacuation 

system. Our experimental system has been deployed and tested in our building thoroughly and 

gives a good evidence that the modular design of the system and a novel approach to compute 

emergency route based on the DEG is competitive and v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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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큰 규모의 복잡한 

구조를 갖는 실내 환경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

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재실자에게 

정확한 대피 경로를 직관적인 표현 방식으로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실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 경로를 산출

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실내 구조를 

토대로 그래프(graph)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Dijkstra, A*, Floyd-Warshall, 또는 이를 응용한 

경로 탐색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대피 경로를 산출

한다[1-6]. 이 때 서로 다른 장소에 존재하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대피 경로를 알려야한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경로 산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

요성이 있다. 때문에 방 또는 홀과 같은 공간이나, 

해당 공간과 연결되는 복도의 교차지점마다 정점으

로 구성하는 일반적인 그래프 구성 방식은 많은 수

의 정점(node)으로 인해 경로 탐색을 위해 많은 시

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적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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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점으로 그래프를 구성하여 대피 경로를 빠르

게 탐색하고, 이를 직관적인 UI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대피경로 탐색을 위한 그래프 구성 

및 대피경로의 표현 방안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

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

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

된 시스템의 테스트 결과에 대해 설명한 후 5장에

서는 향후 나아갈 연구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Ⅱ.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실내 대피 경로 산출을 위해 실내 

환경을 그래프로 구성하는 방안과 대피 경로를 사

용자에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 사례에 대해 기술한다.

1. 그래프 구성

사용자에게 정확한 이동 경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내 공간을 격자(grid) 단위로 구분하여 그

래프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7]. 2차원 공

간 도면 위에 격자를 겹친 다음,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에 표현된 격자의 교차점을 그래프의 정

점으로 구성하고 해당 정점들을 연결하는 격자의 

선들을 간선(edge)으로 연결하여 격자 그래프를 생

성한다. 이러한 토폴로지 구성 방식은 격자의 크기

가 작을수록 공간을 세분화하므로 사용자의 실제 

이동 경로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지만, 하나의 밀폐된 공간 안에 다수의 정점이 불필

요하게 구성될 수 있다. 그래프로 표현해야하는 실

내 공간의 규모가 큰 경우 정점의 수가 매우 많아

지므로 경로 탐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방이나 홀과 같은 실내 

공간이나, 해당 공간을 연결하는 복도의 교차 지점

을 그래프의 정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

[8]. 2차원 공간 도면에서 방이나 홀과 같은 밀폐

된 공간과, 해당 공간과 연결되는 복도의 교차지점

을 정점으로 구성한다. 이와 같은 구성 방식은 하나

의 밀폐된 공간을 단일 정점으로 표시하므로 격자 

그래프와 달리 불필요한 정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나의 복도에 다수의 방이 연

결된 실내 구조에서 해당 복도는 그래프에서 다수

의 정점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경로를 산출했을 때 

대체로 임의의 복도 위의 공간에서 계단이나 출구

와 연결되는 복도의 끝 지점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

안했을 때 복도 공간 위에 다수의 정점을 구성하는 

방안은 그래프의 규모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2. 경로 안내

대피 경로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 판단력이 감소

한 사용자의 심리 상태나 실내 구조의 복잡성을 고

려했을 때 직관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공간 Database Management System(DBMS)를 

활용하여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모델링된 건물 구

조에 경로를 표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9]. 

Computer-Aided Design(CAD)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후 공간 구조를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가시화하고 꺾은 직선으로 

경로를 표시한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 공간 구조를 

사용자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히 

실내 공간이 복잡한 경우에는 화면에 경로가 표시

되더라도 사용자는 움직여야하는 방향을 쉽게 알기 

어렵다. 그리고 가시화할 공간 구조를 구성하기 위

해 CAD 및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최근 고성능의 휴대 단말이 널리 보급되었고, 이

를 이용하여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이용

하여 대피경로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안이 연구되었

다[10]. 사용자 단말은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

면 디스플레이 패널에 실제 환경을 배경으로 표시

하며, 해당 배경 위에 사용자가 이동해야할 경로 및 

방향을 3차원 형태로 표현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사용자가 제자리에서 휴대 단말을 들고 회전하여 

이동해야할 방향을 찾은 다음, 화면에서 표현되는 

선 및 화살표를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경로를 매우 

직관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강현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에서 이동가능한 모든 실내 공

간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Ⅲ. 대피경로 제공을 위한 시스템구축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경에 대한 기존의 그래프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경로 탐색 시간을 절약하고 

단말의 경로 표현 방식을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재

난 상황에서 실내 사용자에게 대피경로를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1. 전체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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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configuration

그림 2. 제안된 시스템의 동작 흐름

Fig. 2 The information flow of the proposed 

system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대피경로 안내 

시스템이 동작하는 환경 구성을 나타낸다. 지도 서

버(Map Server, MS)는 건물의 지도 정보를 제공하

는 서버이며, 경로 서버(Route Server, RS)와 단말

(Terminal Equipment, TE)에게 건물의 정보를 제

공한다. RS는 TE의 위치에 대한 대피경로를 산출

한 후 경로 정보를 제공한다. TE는 건물 내 측위용 

비컨(beacon)과의 통신을 통해 수신한 측위 관련 

정보를 RS로 전송하며, MS 및 RS로부터 수신한 정

보를 이용하여 대피경로를 화면에 표시한다.

실내 공간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하

여 Wi-Fi, Bluetooth, 적외선, 초음파,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 Ultra 

Wideband(UWB)와 같은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측위 

기술들이 제안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건물 

내 임의의 공간에 비컨들이 고정적으로 배치된 환

경에서 적용할 수 있다[11, 12]. 최근 병원, 지하철

역, 박물관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갖는 실내 환경에

서 경로 안내를 위해 이와 같은 기술들이 이용되고 

있다[13, 14]. 본 논문에서는 실제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는 Bluetooth Low Energy(BLE) 기반 비컨

이 설치된 환경에서, TE가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인

근 비컨으로부터 고유 ID를 수신한 후 RS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면, ID와 위치를 매핑하여 사용자의 

실내 위치를 측정하는 방안을 이용한다. 이 때 위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는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RSSI), 전송 

시간을 이용하는 Time of Arrival(ToA), 유입 각도

를 이용하는 Angle of Arrival(AoA) 등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는 실내 환경에서 이동하는 TE에게 대피

경로를 제공하는 과정의 흐름을 나타낸다. 먼저 MS

는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경로를 산출하기 위한 그

래프를 구성하고 경로 표시를 위해 지도상의 좌표 

정보를 관리한다. 이후 그래프 정보를 RS에게, 도면 

이미지 파일 및 좌표 정보를 TE에게 전송한다. RS

는 TE로부터 비컨의 ID를 수신하여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그래프를 이용하여 산출한 대피경로를 

TE에게 전송한다. TE는 실내 곳곳에 비치된 비컨

들과의 무선통신을 통해 위치를 측정한 후 가장 가

까이에 있는 비컨의 ID를 RS에게 전송하며, MS로

부터 수신한 도면 이미지 위에 좌표 정보를 이용하

여 RS로부터 수신한 경로를 표시한다.

표 1은 RS와 MS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다. 표에서 구성된 각 요소들은 모두 차례로 하나의 

문자열로 구성되어 전송된다. MS는 RS의 요청에 

따라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정점, 간선, 간선의 가

중치(weight)를 결정하기 위한 속성(attribute) 정보

를 전송한다.

토폴로지 구성을 위해 각 정점과 간선은 ID를 

가진다. 실내 공간마다 노드를 구성하고 간선으로 

노드를 연결하는 일반적인 토폴로지 구성 방식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비컨이 존재하는 공간마다 간

선을 구성하고 정점은 간선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한다. 이 때 건물의 안전지대 위치

에 매핑되는 정점은 최종 목적지를 의미한다. 그래

프의 자세한 구성 방식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설명

한다.

표 2는 MS와 TE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다. MS는 TE의 요청에 따라 건물의 층 정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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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ormat

RS → MS [building ID]

MS → RS

[number of node]

【 [node ID]

   [number of adjacent edges]

   [adjacent edges' ID]

   [safety state] 】

(repeat【...】for each node)

[number of edge]

【 [edge ID] [beacon ID] 】

(repeat【...】for each edge)

[number of attribute]

【 [constraint of attribute] 】

(repeat【...】for each attribute)

표 1. 경로 서버와 지도 서버 사이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Table 1. Data interface between RS and MS

Data Format

TE → 

MS

* request for number of stories

[request message for stories]

* request for the floor plan file

[request message for the floor plan file]

* request for coordinate values

[request message for coordinates]

MS → 

TE

* request for number of stories

[top floor] [bottom floor]

* request for floor plan file

[floor] [size of image file]

[image file data]

* request for coordinate values

【 [beacon ID or edge ID] [floor]

   [x, y coordinates] 】

(repeat【...】for each edge and beacon)

표 2. 지도 서버와 사용자 단말 사이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Table 2. Data interface between MS and TE

이미지 파일, 좌표 정보를 전송한다. 표2 에서는 각 

요청에 대한 데이터 전송양식을 나타내며, 단일 요

청에 대한 응답으로 전송하는 각 요소들을 모두 하

나의 문자열로 구성한다. TE는 수신한 정보를 이용

하여 층별로 이미지 파일과 좌표 정보를 관리한다.

Data Format

TE → RS

[beacon ID]

【 [information of TE] 】

(repeat【...】for each information)

RS → TE
[node ID] [beacon ID] [node ID] 

... (list of ID on route)

표 3. 경로 서버와 사용자 단말 사이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Table 3. Data interface between RS and TE

그림 3. 지도 서버의 동작 구조

Fig. 3 MS architecture in system

표 3은 RS와 TE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다. 표에서 구성된 각 요소들은 모두 하나의 문자열

로 구성되어 전송된다. TE는 측위를 위한 비컨 ID

와 함께, 필요에 따라 간선의 가중치 갱신을 위해 

단말의 다양한 정보들을 전송할 수 있다. 해당 정보

를 통해 구성 가능한 간선의 속성에 대해서는 3절

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RS는 수신한 비컨 ID를 기반으로 TE의 위치를 

파악하여 그래프 상에서 경로 탐색을 수행한다. 이 

때 경로 정보를 정점과 비컨의 ID로 나열하여 구성

하는데, 이는 지도 정보를 그래프로 관리하지 않고 

단순히 표시해야할 경로에 대한 좌표 정보를 관리

하는 TE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2. 지도 서버의 동작 구조

그림 3은 MS의 동작 구조를 나타낸다. M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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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탐색을 위한 그래프 구성 정보와 경로 표시를 

위한 지도 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각각 RS와 TE로 

전송한다.

본 시스템의 그래프는 2차원 건축 도면을 바탕

으로 구성한다. 비컨의 위치를 기반으로 간선을 구

성하고 교차점이 되는 부분을 정점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이 구성한 그래프를 재난대피 그래프

(Disaster Evacuation Graph, DEG)라 명명한다.

경로 탐색에 사용되는 간선의 가중치는 속성 값

을 이용하여 계산되고, 속성 값은 공간이 갖는 특징

을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실내 공간이 정점이 되는 

기존의 그래프에서는 공간의 특징과 간선의 속성이 

1:1로 대응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간의 특징이 변경

될 경우 해당 정점과 인접한 모든 간선의 속성 값 

및 가중치가 변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연

산으로 인한 시간이 소요된다. DEG는 주요 공간을 

간선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기존의 그래프 구성 방식은 경로 표현에 

불필요한 공간도 정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탐색 

시간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출구가 하나이며 복

도와 연결된 일반적인 방의 경우, 별도로 정점으로 

구성하더라도 해당 위치에서는 반드시 복도로 향하

도록 경로가 산출되므로, 복도를 기준으로 경로를 

탐색하는 작업과 결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DEG는 비컨이 위치한 대피 통로만을 고려하여 그

래프를 구성함으로써 그래프의 규모를 축소한다.

이러한 그래프 규모의 축소는 경로 탐색 알고리

듬의 수행 시간이 길수록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경로 탐색 알고리듬의 수행 시간은 와 같이 

을 이용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ijkstra 알고리듬의 경우   이고 

Floyd-Warshall의 경우   이며, 각 알고리듬

의 수행 시간은  와  로 표현된다. 이 때 

은 정점의 수를 나타내고 정점의 수와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빠른 경로 

탐색을 위해 기존의 그래프에 비해 이 작은 DEG

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림 4는 DEG를 구성하는 예시를 위한 도면과 

비컨 위치 정보이다. 해당 도면에는 11개의 방, 다

른 층으로 이동하는 중앙 계단, 건물 외부로 향하는 

2개의 출입구가 존재한다. 이 때 해당 출입구를 통

해 연결되는 건물 외부 지점이 그래프의 최종 목적

지인 안전지대를 의미한다. 비컨은 모든 출입구와 

계단, 복도에 설치되었다.

그림 5는 그림 4를 이용하여 도면 위에 DEG를

그림 4. DEG 구성을 위한 도면 예시

Fig. 4 Example of a floor plan for DEG

그림 5. 도면을 이용한 DEG 구성

Fig. 5 DEG generation process using a floor 

plan

그림 6. 생성된 DEG

Fig. 6 A generated DEG

구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비컨을 중심으로 구성한 

임의의 공간이 간선의 기준이 되며, 간선의 교차 지

점에서 정점이 형성된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둘러싸

인 영역이 비컨별로 할당되는 공간이다. 간선은 해

당 영역의 특징 정보를 수집하여 속성 값으로 적용

하고 가중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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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TE

floor plan file ○

node

ID ○ ○

floor ○

coordinate ○

edge
ID ○

attribute ○

beacon

ID ○ ○

floor ○

coordinate ○

topology ○

표 4. 지도 서버가 전송하는 데이터

Table 4. Sent data from MS

그림 7. 경로 서버의 동작 구조

Fig. 7 The RS architecture

그림 6은 그림 5의 과정을 거쳐 구성한 DEG이

다. 완성된 DEG는 파일로 보관된다. DEG 구성에 

필요한 정점과 간선 구성 정보 외에도 비컨 관련 

정보도 보관하며, 별도로 도면 이미지 파일이 존재

한다. MS는 이들을 읽어 분석한 다음 RS와 TE로 

보내야 할 데이터를 구분한다. 구분된 내용은 관리

를 위하여 별도의 파일로 다시 저장하고, 이후에 동

일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황에서는 새로 저장한 

파일을 읽어 그 내용을 전송한다.

표 4는 MS가 RS와 TE에 각각 전송해야 할 데

이터의 종류를 나타낸다. MS는 RS에게 DEG의 구

성을 위한 간선의 속성값과 토폴로지 구성 정보를 

attribute necessary information

1
number of people 

in space
position of TE

2
average speed of 
people in space

real-time position of 
TE

3
distance to 

adjacent edge
distance between each 

beacon

4 size of entrance width of each entrance

5
fire protection 

capability
posi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

표 5. 간선의 속성 구성 예시

Table 5. Example of attribute on edge

전송하고, TE에게 경로의 표현을 위한 이미지 파일

과 좌표 정보를 전송한다.

3. 경로 서버의 동작 구조

그림 7은 RS의 동작 구조를 나타낸다. RS는 

MS로부터 정점, 간선, 간선의 가중치 산정에 필요

한 속성 정보를 수신한다. 분석 모듈의 파싱 과정을 

통해 해당 정보를 분석한 후 토폴로지를 구성하고 

각 간선의 가중치를 산출하여 DEG를 구성한다. 그

리고 TE로부터 비컨의 ID를 비롯하여 TE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수신한 정보는 간선의 가중치 산정

을 위한 속성 값으로 적용되거나 대피경로를 산출

하기 위한 그래프 내 시작점 정보로 활용된다.

하지만 만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은 

환경에서 RS가 TE로부터 정보를 수신할 때마다 간

선의 속성 값을 바꾸어 가중치를 변경하며 새로운 

최적 경로를 탐색한다면 서버에 많은 부하를 유발

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업데이트되는 그

래프의 정보는 주기적으로 버퍼에 저장하고 경로를 

산출해야하는 경우에는 버퍼에 저장된 그래프를 이

용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표 5는 DEG에서 간선의 가중치 산출을 위해 구

성될 수 있는 속성의 예시를 나타낸다. RS는 TE로

부터 비컨의 ID를 수신하여 실시간 위치 정보를 관

리함으로써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 수와 해당 

인원의 평균 이동 속도를 간선의 속성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MS로부터 비컨간 거리, 각 출입구

의 크기, 재난상황에 유용한 시설 정보 등을 수신하

여 간선의 속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속

성들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대피 

시간을 줄이거나 사람들이 특정 공간에 많이 몰리

지 않는 경로를 구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공간별 인원수와 수용 능력을 DEG의 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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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 1, 2, .. , }

 = 0

while  true

   ++

   for  each   ∀ = 0, 1, 2, .. , 

       = ( , )

      for  each ∈
         append  to  .groupList

         if  number of group in  .groupList == 1

             .groupPeople += .people

         if  number of group in  .groupList == 2

            _ .groupPeople -=  .people

   if  all edges have group in groupList

      ()

      break

알고리듬 1. LBRD 알고리듬

Algorithm 1. LBRD Algorithm

속성으로 적용하고 이를 경로 산출 알고리즘에 반

영하여, 임의의 공간에 필요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

지 않도록 각 공간에 대한 대피 경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알고리듬을 이용했을 때 실내 대피 인

원들은 인원의 분산을 고려한 경로를 이용함으로써 

빠르게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다.

다음 알고리듬은 DEG를 이용하여 복층 건물에

서 실내 임의의 위치에 대한 목적지를 선정하고 대

피 경로를 산출하는 알고리듬이다. 건물 내 각 층에 

대해, 해당 층 내의 계단과 그 이외의 공간에 대해 

구성한 DEG에서 알고리듬을 수행했을 때 해당 층

의 전체 대피 인원이 다수의 계단으로 균형 있게 

분산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이후 건물 내 각 계단

과 출구 공간으로 구성한 DEG에서 알고리듬을 수

행하여 각 층 계단에서 향해야하는 출구를 선정하

며, 마찬가지로 각 출구로 대피 인원이 균형 있게 

분산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본 논문서는 이 알고리

듬을 LBRD(Load Balancing Routing Algorithm 

for DEG)이라 명명한다 (알고리듬 1).

위 알고리듬은 각 목적지(계단 또는 출구)을 기

준으로 인근 공간에 대해 그룹을 형성하고 그룹별 

인원을 균등하게 구성함으로써 대피 인원을 분산시

킨다. 집합 는 목적지 공간을 구성하는 간선 들

을 포함한다. 그리고 각 에 대해 BFS(Breadth 

First Search)를 기반으로 레벨 을 증가시키며 각

공간 에 그룹을 표시(append  to  .groupList)한

 = {  .groupList ≥ 2}

while  number of element in  > 0

    =  ()

     =  ()

    .groupList = 

    .groupPeople += .people

   delete  in 

알고리듬 2. groupBalancing 함수

Algorithm 2. groupBalancing function

그림 8. 사용자 단말의 동작 구조

Fig. 8 The TE architecture

다. 이 때 레벨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다음 레벨의 

간선들을 탐색할 때 이용하는 이전 레벨의 정점 및 

간선을 중간 경로로 활용한다. 이 작업은 모든 공간

에 그룹 표시가 될 때까지 반복된다. 모든 공간들에 

대한 그룹 표시가 완료되었을 때 각 

 .groupPeople은 모든 공간들 중 자신의 그룹이 

단독으로 표시된 공간들의 사람 수 총 합을 저장한

다. 그리고  함수 (알고리듬 2)를 통

해 각  .groupPeople이 균등하게 구성될 수 있도

록 다수의 그룹으로 표시된 공간들을 각 그룹에 배

분한다.

 함수에서는 다수의 그룹으로 표

시된 각 공간들 중 가장 사람 수가 많은 것을 찾아 

인원 합이 가장 적은 그룹에게 할당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든 공간이 하나의 그룹을 가질 때 각 

그룹별 전체 인원, 즉 각 계단 또는 출구로 향하는 

인원들을 균형을 균형 있게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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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좌표 및 경로 정보를 이용한 경로 뷰 구성

Fig. 9 Making route view based on coordinate 

and route information

그림 10. 도면 및 경로 뷰를 이용한 출력 뷰 구성

Fig. 10 Making print view based on map view 

and route view

4. 사용자 단말의 동작 구조

그림 8은 TE의 동작 구조를 나타낸다. TE는 비

컨으로부터 수신한 ID와 자신의 기기 정보를 RS로 

전달하며, MS로부터 도면 이미지와 좌표 정보를, 

RS로부터 경로 정보를 제공받는다. 도면 이미지는 

도면 뷰(view)로, 경로 정보는 좌표 정보와 매핑하

여 경로 뷰로 관리하며, 이 둘을 함께 화면에 출력

하여 사용자에게 대피경로를 표시한다. 이 때 내부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회전 각도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뷰들을 회전하여 표현함으로써 사용

자의 QoE(Quality of Experience)를 향상시킨다.

그림 9는 좌표 정보와 경로 정보를 경로 뷰에 

매핑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좌표 정보에는 모든 정

점과 비컨의 ID, 층수, 2차원 좌표가 저장되어 있으

며 경로 정보에는 경로상의 정점과 비컨의 ID가 나

그림 11. TE 화면에 출력되는 인터페이스 구성

Fig. 11 User interfaces on TE screen

열되어 있다. TE는 이를 분석하여 경로 정보에 나

열된 모든 ID의 2차원 좌표를 획득하고, 이들을 서

로 연결하여 꺾은 직선 형태의 경로 뷰를 구성한다. 

2차원 좌표의 x, y 성분은 모두 0과 100 사이의 

값을 가지는 상대 좌표이며, 이후 최종 출력 될 때

는 화면의 크기와 비례하여 절대 좌표로 변형된다.

그림 10은 도면 뷰와 경로 뷰를 이용하여 최종

적으로 화면에 출력되는 출력 뷰를 구성하는 과정

을 나타낸다. 도면 위에 꺾은 직선 형태로 경로를 

표현함으로써 사용자는 실내 환경에 대해 파악하고 

주어진 경로를 이용하여 대피할 수 있다.

그림 11은 출력 뷰가 각종 사용자 인터페이스

(interface)와 함께 화면에 출력된 모습이다. (a)는 

꺾은 직선으로 표현된 경로 상에서 특정 지점에 대

한 표시를 안내하는 인터페이스이며, 이 중 사용자

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가 화면 중앙에 위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는 사용자가 진행해

야할 방향을 나타내며, 사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동적으로 이동해야할 방향을 표시한다. (c)는 

현재 층수를 표시하며, 사용자가 다른 층으로 이동

하거나 임의로 다른 층의 경로 정보를 볼 때마다 

해당 층수를 나타낸다. (d)는 층수를 조절하는 인터

페이스이며, 이를 이용하여 층수를 임의로 변경하면 

화면에는 해당 층의 도면과 경로가 표시된다.

사용자는 (a)와 (c)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출력 뷰의 경로나 (b)를 이용해서 자

신이 진행해야 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

로 사용자가 위치한 층의 도면이 가장 먼저 표시되

며, (d)를 이용해서 다른 층에서 진행해야 할 경로

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출력 뷰는 사용자에게 진행해야 할 방향을 안내

하기 위해 사용자의 현재 방향을 이용하여 회전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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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getRotationMatrix(float[] R, float[] I, 

float[] gravity, float[] geomagnetic)

calculate rotation matrix

parameter

float[] R rotation matrix

float[] I inclination matrix

float[] gravity magnitude of gravity

float[] geomagnetic
magnitude of 

geomagnetic field

return value
success or failure 

calculation

function

getOrientation(float[] R, float[] values)

calculate rotation value using rotation 

matrix

parameter

float[] R rotation matrix

float[] values device's orientation

return value
success or failure 

calculation

표 6. 방향 센서 사용을 위한 안드로이드 API

Table 6. Android API for handling data of 

sensors

기기의 센서를 이용하였다.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감

지된 중력 가속도와 자기장 센서로 감지된 자기장을 

이용해 기기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출력 뷰가 회전할 각도를 계산한다.

표 6은 센서를 이용해 기기가 향하고 있는 방향

을 계산하기 위한 안드로이드의 API이다. 센서가 

측정한 값을 파라미터로 하여 getRotationMatrix 

함수를 사용하면 파라미터 R에 회전 각도 계산에 

필요한 행렬이 저장되고, 이를 getOrientation 함수

의 파라미터로 사용하면 values에 기기의 방위 측

정값이 저장된다. 기기의 머리 부분이 북쪽을 가리

킬 때 값은 0이 되고, 남쪽을 가리킬 때 값은 180

이 되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값이 증가한다. 

이렇게 계산된 방위 측정값은 출력 뷰의 회전 각도 

계산에 사용된다.

  mod  

식 (1)은 방위 측정값을 이용해 출력 뷰의 회전 

각도를 계산하는 식이다. 여기서 or 은 방위값

이 0일 때의 회전 각도를 의미한다. 이 값은 사용자

가 북쪽을 향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출력 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하는 각도이며, 건물 도면

의 12시 방향이 북쪽과 이루는 각도와 같다.

기기가 회전하면 위의 식에 의해 출력 뷰는 기

기가 회전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각도만큼 

회전하여 방위를 유지한다. 그리고 결과값을 0 이상 

360 이하의 60분법으로 표현하기 위해 모듈러 연

산(modular arithmetic)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기

기가 북쪽에 대해 70°의 각도를 갖는 상황이라면 

출력 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70°만큼 회전하여 

사용자가 항상 자신의 방향을 기준으로 표현된 경

로를 볼 수 있게 된다.

 값은 출력 뷰의 회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다음 지점으로의 방향을 안내하는 

화살표의 회전 각도를 산출하는 데도 이용된다.

  ×cos
    

   


 
 

  ×


 mod  

여기서      ≧    
 이다.

식 (2)는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좌표 값 ( )

과 경로 상 바로 다음 지점의 좌표 값 (  )를 이

용하여 그 사이의 직선 경로가 출력 뷰의 12시 방

향과 이루는 각도를 계산하는 식이고, 식 (3)은 식 

(2)의 결과값과 식 (1)에서 산출된 출력 뷰의 회전 

각도 를 이용하여 방향 안내 화살표가 화면을 기

준으로 회전해야 할 각도를 구하는 식이다. 즉 방향 

안내 화살표는 출력 뷰와 같이 회전한 다음 경로의 

각도만큼 추가로 회전하여 사용자에게 방향을 안내

한다.

식 (2)에서 사용되는 좌표값은 화면 좌측 하단을 

원점으로, 우측 상단을 (100, 100)으로 하여 설정되

었으며, 좌표를 이용하여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아

크코사인(arccosine) 함수를 사용하였다. 아크코사

인 함수를 사용하면 결과가 호도법인 로 산출되

기 때문에 식 (3)에서 60분법으로 변환하였다. 여기

에 출력 뷰의 회전 각도 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방

향 안내 화살표가 회전해야 할 최종 각도가 산출된

다. 이 결과값 가 0일 경우 화살표는 화면의 위쪽

을 가리키고 있으며, 값이 커지면 화살표는 시계 방

향으로 회전한다.

표 7은 식 (2)와 (3)을 적용한 예시이다. 4번 예

시를 보면 사용자는 현재 (45, 85) 지점에 위치하

고 있고 (65, 25)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며,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30°만큼 회전하여 

출력 뷰가 방위 유지를 위해 시계 방향으로 130°만

큼 회전한 상태다. 이 경우, 식 (2)를 통해 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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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25,25 75,75 0.79 45

2 40 50,30 50,80 0 40

3 80 75,40 25,60 -1.19 11.8

4 130 45,85 65,25 2.82 291.57

표 7. 기기가 북쪽을 가리킬 때 화살표의 회전 각도 

계산 예시

Table 7. Sample of rotation values of Arrow 

View when heading north

방향 안내 화살표가 출력 뷰를 기준으로 가져야 하

는 각도는 2.82 이며, 이를 60분법으로 변환하

고 출력 뷰의 회전 각도와 더하여 산출된 최종 회

전 각도는 291.27°이다.

이러한 수식을 적용하여 출력 뷰와 화살표를 회

전하면 사용자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도면, 경로, 화

살표가 모두 항상 일정한 방위를 가리키게 되며, 사

용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진행 방향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Ⅳ. 성능 비교 및 시스템 테스트

1. 성능 비교

제안된 시스템에서 경로 탐색에 사용하는 DEG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그래프와의 구성 

차이 및 그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 12는 대구 경북대학교 IT3호관 건물의 3

층 도면 위에 기존 그래프와 DEG를 구성하여 나타

낸 것이다. 검은색 점은 정점을, 각 정점을 잇는 검

은색 실선은 간선을 나타낸다. 실제로 실내 구조에

서는, 몇몇 방에서 복도 이외에도 인접한 실내 공간

과 연결된 문이 존재하거나 두 개 이상의 문을 통

해 복도와 연결된 구조가 존재하지만, 비교의 편의

를 위하여 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은 복

도와 하나의 문으로 이어져있다는 상황으로 가정하

여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림 12의 은 공간을 정점으로 두고 실내의

모든 공간을 그래프에 포함하는 구성 방식이다

[15]. 각 방들 및 방들과 연결되는 복도의 교차로 

공간들이 모두 정점으로 구성되고 경로 상의 인접

한 정점들을 모두 간선으로 연결하여, 총 42개의 

정점과 41개의 간선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공간

을 간선이 아닌 정점으로 표현하는 구조는, 경로 탐

그림 12. 기존 그래프와 DEG의 구성 차이

Fig. 12 Comparison of graph generation 

methods

색 시에 그래프의 한 정점에서 연결된 간선들의 가

중치를 고려하는 일반적인 경로탐색 알고리듬을 적

용하기 위해서, 한 공간의 속성이 변화하면 해당 공

간을 의미하는 정점과 연결된 모든 간선들의 속성

을 수정해야 한다는 단점을 갖는다. 그리고 재난상

황에서 임의의 공간에 위치한 사용자의 목적지가 

또 다른 고립된 방을 목적지로 하지 않는 것이 일

반적인 상황이지만, 본 그래프 구성 방식에서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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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지나가서 출구로 나아가는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복도와 연결된 모든 방들로 향하는 

간선을 고려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아진다.

그림 12의 는 한 정점에서 인접한 모든 간선

들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경로를 탐색하는 일반적인 

경로 탐색방법이 아닌, 실내 교차로나 계단과 같은 

주요 거점들을 서로 인접한 정점으로 두어 경로 탐

색 시간을 감소시키는 알고리듬을 이용할 때 사용

되는 그래프 구성 방식이다[8]. 해당 알고리듬을 이

용하기 위해서는 a와 같은 그래프 구성에서 복도의 

각 정점이 해당 복도의 교차로나 계단에 위치한 정

점과 연결되도록 간선을 추가로 구성해야한다. 이러

한 그래프 구조는 총 42개의 정점과 59개의 간선으

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간선의 수가 건물의 규

모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며 한 공간이 여러 개의 

간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간선의 속성이 재실 인

원과 같은 실내 공간의 실시간 속성을 반영해야한

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 공간의 속성 변화가 여

러 개의 간선의 가중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실

시간 상황을 그래프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연산

량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2의 는 DEG를 구성한 것이다. DEG는 

실내의 모든 공간을 그래프에 포함하지 않고 복도

나 계단과 같은 통로 위주의 공간을 그래프에 포함

하기 때문에 의 경우와 달리 불필요한 연산이 줄

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 한 복도에 연결된 다

수의 방에 대한 속성은 해당 복도의 속성으로 통합

하여 관리될 수 있다. 그리고 DEG는 공간을 정점

이 아닌 간선으로 구성하므로, 공간의 실시간 속성

가 해당 간선의 속성 변화로 직결되므로 연산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총 10개의 정점과 8개의 간선

으로 구성되어 그래프의 규모가 다른 방식에 비해 

작기 때문에 빠른 탐색을 기대할 수 있으며, 와 

달리 특수한 알고리듬을 사용할 때만 활용할 수 있

는 그래프 구성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성을 고

려했을 때 용이하다.

표 8은 그림 13과 같이, 지도에 존재하는 18개

의 방들을 각각 시작점으로 두고 지도의 오른쪽 맨 

끝 계단 지점을 목적지로 두었을 때 multiple-source, 

single-destination에 대한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서 간선들의 가중치를 비교하는 횟수를 비교한 것

이다. 예를 들어 임의의 정점에 4개의 간선이 존재

하며 그 중 하나의 간선을 선택하여 다음 정점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의 연산 횟수

는 4이다. 이 때 연산 횟수를 간단히 비교하기 위

  
worst 41 28 8

best 3 2 3

average 29.9 10.5 7.7

표 8. 기존 그래프와 DEG의 연산량 차이

Table 8. The counts of edge traversal of sample 

graphs in Fig. 12

그림 13. 성능 비교를 위한 출발지와 목적지 설정

Fig. 13 Example of source and destination 

identification for performance comparison

 해서, 각 그래프의 간선에 별도의 가중치를 두지 

않고, 각 시작점에서 연결된 복도를 통해 해당 층 

내에서 곧장 이동하는 경로가 최소 비용인 상황으

로 가정하여, 실제 이동 경로가 세 그래프 모두 동

일하도록 설정하였다. 경로 탐색 알고리듬은 경로 

탐색의 대표적 알고리듬인 Dijkstra 알고리듬을 적

용하였으며, 목적지를 찾는 즉시 간선들의 가중치 

비교 연산을 중단하였다. 이 때 기존의 Dijkatra 알

고리듬을 변형하여 출발지와 목적지에 에서는 목

적지와 가장 멀리 있는, 지도의 좌상단 구석에 있는 

방이 출발지였을 때 그래프의 모든 간선들에 대한 

가중치를 비교하여 최대 41번의 비교 작업이 있었

고, 목적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지도의 우하단 구

석에 있는 방이 출발지였을 때 3번의 비교 작업으

로 경로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각 시작점에서 평균

적으로 약 30회의 가중치 비교 연산을 통해 목적지

까지의 경로를 산출할 수 있었다.

에서도 과 마찬가지로 목적지와 가장 멀리 

있는, 지도의 좌상단에 있는 방들이 출발지였을 때 

최대 28번의 가중치 비교 작업을 수행하였다. 에 

비해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간선의 수는 많지만, 두 

개 이상의 복도나 계단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 공간

에 critical node를 구성하고 이를 인접한 통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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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정점들과 간선으로 연결한 후 이들 간선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와 인접한 정점을 탐색하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적은 연산으로 경로를 탐색할 

수 있었다.

는 DEG로서, 다른 그래프들에 비해 적은 정

점과 간선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적은 가중치 비교 

횟수로 경로를 탐색하였다. 각 출발지로부터 최대 8

번의 가중치 비교 연산으로 경로를 탐색하였다. 

DEG는 복도와 구조적으로 인접한 방들의 공간 속

성을 해당 복도에 적용하여 비교 연산을 감소시키

므로, 긴 복도에 다수의 방이 존재하는 실내 구조에

서 활용하기 유리하다.

이밖에도 DEG는 공간의 속성 변화가 있을 때 

해당 공간과 1:1로 매핑되는 단 하나의 간선의 속

성에만 이를 적용하면 된다는 구조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래프들에 비해 공간 속성 변화에 따

른 연산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2에서 

DEG가 다른 그래프 구성 방식에 비해 간선의 수가 

눈에 띄게 적게 구성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

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성능 비교 결과를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2.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대상 건물로 대구 경북

대학교 IT3호관을 선정하였다. 해당 건물은 지하 1

층, 지상 6층 및 옥상으로 구성되며, 지상 1층과 2층

에 외부로 향하는 출입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에

서 임의의 층에 6개의 비컨을 설치하고, TE에서 각 

비컨의 신호 세기(Radio Signal Strength Indicator, 

RSSI)를 측정한 후 신호 세기가 가장 높은 비컨을 

DEG의 출발지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외부로 향하는 

출입구를 DEG의 최종 목적지로 활용되도록 구성한 

후 LBRD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경로를 산출하였다. 

이 때 ‘영역별 인원 수’를 간선의 단일 속성으로 구성

하였으며, 각 간선에 대한 속성의 값은 임의로 설정

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MS와 RS는 

Windows7 OS 환경에서, TE는  Android v4.4.2를

OS로 사용하는 단말에서 동작하도록 어플리케이션

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먼저 TE에서 각 비컨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사용자의 위치가 DEG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후 사용자의 실시

간 위치 및 사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TE가 화

면에 표시하는 경로가 알맞게 변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14는 TE의 위치가 그래프의 시작 지점에

그림 14. 신호 세기 측정을 위한 비컨과 단말 위치

Fig. 14 Configuration of beacons and 

measurement points for experimental analysis

올바르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6개의 비컨

(1-5) 신호 세기를 6개의 지점(a-e)에서 각각 측정

하여, TE가 어느 비컨에 가장 가까이 있는지 확인

하였다.

그림 15는 그림 14의 (a)지점에 TE가 위치해 

있을 때 각 비컨에 대해 측정한 신호세기와 실제 

거리를 나타낸다. 해당 위치에서 6개의 비컨에 대해 

측정한 신호세기는 막대그래프와 왼쪽 y축으로, 해

당 비컨들과의 실제 거리는 꺾은선그래프와 오른쪽 

y축으로 표현하였다. 비컨 신호는 -dbm 단위로 표

현하였으며, 약 60m이상 떨어진 비컨 (1-3)에서는 

신호를 감지할 수 없었고, 인근 비컨 (4-6)에 대해

서 신호 세기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 중 실제 거리

가 가장 가까운 비컨 (5)의 신호 세기가 -67dbm으

로 가장 큰 값으로 측정되었다. 해당 위치의 TE 정

보는 비컨 (5)에 해당하는 DEG의 간선의 속성 값

에 반영되며, 시작점 위치는 해당 간선과 연결되는 

정점 중 하나로 설정될 수 있다.

그림 16은 그림 14의 (b)지점에 TE가 위치해 

있을 때 각 비컨에 대해 측정한 신호세기와 실제 

거리를 나타낸다. 해당 위치에서 TE는 약 35m이상 

떨어진 비컨 (1-3)에서는 신호를 감지할 수 없었고, 

인근 비컨 (4-6)에 대해서 신호 세기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 중 실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비컨 (4)의 

신호 세기가 -77dbm으로 가장 큰 값으로 측정되었

다. 해당 위치의 TE 정보는 비컨 (4)에 해당하는 

DEG의 간선의 속성 값에 반영되며, 시작점 위치는

해당 간선과 연결되는 정점 중 하나로 설정될 수 

있다.

그림 17는 그림 14의 (c)지점에 TE가 위치해 

있을 때 각 비컨에 대해 측정한 신호세기와 실제 

거리를 나타낸다. 해당 위치에서 TE는 약 35m이상 

떨어진 비컨 (5-6)과 거리상 가깝지만 벽으로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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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지점에서의 비컨별 신호 세기와 거리

Fig. 15 RSSI and distance values on place (a)

그림 16. (b)지점에서의 비컨별 신호 세기와 거리

Fig. 16 RSSI and distance values on place (b)

그림 17. (c)지점에서의 비컨별 신호 세기와 거리

Fig. 17 RSSI and distance values on place (c)

그림 18. (d)지점에서의 비컨별 신호 세기와 거리

Fig. 18 RSSI and distance values on place (d)

그림 19. (e)지점에서의 비컨별 신호 세기와 거리

Fig. 19 RSSI and distance values on place (e)

막힌 비컨 (2)에서는 신호를 감지할 수 없었고, 인

근 비컨 (1, 3, 4)에 대해서 신호 세기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 중 실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비컨 (3)의 

신호 세기가 -69dbm으로 가장 큰 값으로 측정되었

다. 해당 위치의 TE 정보는 비컨 (3)에 해당하는 

DEG의 간선의 속성 값에 반영되며, 시작점 위치는 

해당 간선과 연결되는 정점 중 하나로 설정될 수 

있다.

그림 18은 그림 14의 (d)지점에 TE가 위치해 

있을 때 각 비컨에 대해 측정한 신호세기와 실제 

거리를 나타낸다. 해당 위치에서 TE는 약 35m이상 

떨어진 비컨 (4-6)에서는 신호를 감지할 수 없었고, 

인근 비컨 (1-3)에 대해서 신호 세기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 중 실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비컨 (1)의 

신호 세기가 -72dbm으로 가장 큰 값으로 측정되었

다. 해당 위치의 사용자 정보는 비컨 (1)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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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경로 표현

Fig. 20 User interfaces to represent route and direction changes as a user moves

는 DEG의 간선의 속성 값에 반영되며, 시작점 위

치는 해당 간선과 연결되는 정점 중 하나로 설정될 

수 있다.

그림 19는 그림 14의 (e)지점에 TE가 위치해 

있을 때 각 비컨에 대해 측정한 신호세기와 실제 

거리를 나타낸다. 해당 위치에서 TE는 약 35m이

상 떨어진 비컨 (4-6)과 거리상 가깝지만 벽으로 

가로막힌 비컨 (3)에서는 신호를 감지할 수 없었고, 

인근 비컨 (1-2)에 대해서 신호 세기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 중 실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비컨 (1)의 

신호 세기가 -73dbm으로 가장 큰 값으로 측정되

었다. 해당 위치의 사용자 정보는 비컨 (1)에 해당

하는 DEG의 간선의 속성 값에 반영되며, 시작점 

위치는 해당 간선과 연결되는 정점 중 하나로 설정

될 수 있다.

그림 20에서는 RS가 제공한 대피경로를 통해 

이동하는 사용자의 시간과 위치에 따른 화면 출력 

변화를 (a)~(f)에 걸쳐 차례로 나타낸다. 초기 사용

자의 위치는 3층이며, 화면 중앙에 빨간색 동그라

미로 위치를 표시한다. (a)는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

로 3층의 지도 이미지 위에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화면 중앙의 사용자 현재 위치에서, 사용자가 바라

보는 방향(방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 통로를 

향해 움직여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향하는 경로

를 표시하고 있다. 이어 (b)에서는 (a)에서 우측으

로 향한 사용자의 위치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표시

되는 화면을 보여준다. 위치와 함께 바라보는 방향

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적응적으로 경로 정보가 갱

신되고 도면 이미지 및 경로가 회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화면의 화살표는 현재 위치 및 

방향을 기준으로 다음 통로로 향하는 방향을 나타

내고 있다. 해당 경로를 따라 (c) 과정을 거쳐 계단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10권 제  5호  2015년 10월                    295

을 내려가면,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는 (c)에서 오른쪽 상단에 표기되는 층 표시가 3

이었던 것이 (d)에서 2로 바뀐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e)에서도 사용자의 

이동과 방향에 따라 경로와 다음 진로의 방향을 실

시간으로 변경하여 대피경로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안전지대에 도착하면 (f)와 같이 안전지대를 뜻하는 

표시만을 남겨 대피가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실내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측위

용 비컨을 통해 위치를 측정한 사용자에게 대피 경

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해당 시스템

은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MS, 대피 경로를 산출하

는 RS, 사용자에게 경로를 표시하는 TE, 사용자의 

위치 측정을 위한 BLE비컨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2차

원 건축 도면을 이용하여 DEG를 생성한 후, 계단 

및 출구와 같은 주요 공간의 인원을 적절하게 분산

하는 LBRD 알고리듬을 통해 경로를 산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산출된 경로는 TE에서 건물의 도면 

이미지와 함께 표현하였다. 이 때 사용자가 건물의 

지형적 정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대피경로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도면과 경로 표시 선을 회전하고, 

이동해야하는 방위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이용함으

로써 높은 QoE를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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