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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Since most disaster information systems are centered on non-disabled people,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a lack of disaster information delivery systems for the vulnerable, such as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children, who are relatively vulnerable to disasters. The purpose of the service is to improve 

the safety of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by eliminating blind spots of informatization and establishing 

customized disaster information services to respond to disasters through IoT-based integrated control 

technology. Method: The model at the core of this study is the disaster alert propagation model and 

evacuation support model, and it shall be developed by reflect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 disaster alert propagation model spreads disaster 

situations collected using IoT technology, and the evacuation support model uses geomagnetic field- 

based measuring technology to identify the user’s indoor location and help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evacuate safely. Results: Demonstration model demonstration resulted in an efficient qualitative evalua-

tion of indoor location accuracy, such as the suitability of evacuation route guidance and satisfaction of 

services from the user's perspective. Conclusion: Disaster information and evacuation support services 

were established for the safety vulnerable groups of mobile app for model verification. The disaster 

situation was demonstrated through experts in the related fields and the disabled by limiting it to the fire 

situation. It was evaluated as “satisfaction” in the adequacy of disaster information delivery and evacu-

ation support, and its functional satisfaction and user UI were evaluated as “normal” due to the nature of 

the pilot model. Through this, the disaster information and evacuation support services presented in this 

study were evaluated to support the safety vulnerable groups to a faster disaster evacuation without 

missing the golden time of disaster evacuation.

Keywords: Disaster Information, Evacuation Support, Safety Vulnerable Groups, Indoor Spatial 

Data, Finger Print of Geomagnetic

요 약

연구목적: 대부분의 재난정보 시스템은 비장애인 중심이므로 재난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인ㆍ노인ㆍ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전달 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취약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IoT 기반의 통합관

제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정보화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노인의 재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재난정보 서비스를 구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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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모델은 재난경보 전파 모델과 대피지원 모델이며, 장애인과 노인의 재난 상황 발생 시 행동특성을 반영하여 개

발하였다. 재난정보 전파 모델은 IoT 기술을 이용하여 수집된 재난상황을 전파하며, 대피지원 모델은 지구자기장 기반의 측위기술을 활용하

여 사용자의 실내위치를 파악하고 실내 대피경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로안내 등 안전취약계층의 행동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

공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연구결과: 시범모델 실증은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서비스를 사용해보도록 

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대피경로 안내의 적합성, 서비스의 만족도 등 실내위치 정확도에 대한 효율성 등 정성적인 평가를 도출하였다. 결론: 

모델 실증을 위하여 모바일 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정보와 대피지원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재난상황을 화재상황으로 한정하여 장애우

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실증하였다. 재난정보전달과 대피지원의 적절성에서 “만족” 평가를 받았으며 시범모델의 특성상 기능 만족도

와 사용자 UI는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재난정보 및 대피지원 서비스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대피 골드타

임을 놓치지 않고 보다 신속한 재난대피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핵심용어: 재난정보, 대피정보, 안전취약계층, 실내공간정보, 지구자기장

서 론

최근 사회의 급속한 고도화와 자연환경, 기후 등의 급격한 변화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정보 운영·관리의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구축된 대부분의 재

난정보 시스템은 비장애인 중심이므로 재난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ㆍ노인ㆍ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정보 전달 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화재 시 장애인의 사망 비율은 57.4%로 

12.1%인 비장애인의 사망 비율보다 약 5배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8). 최근 소방

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사망자 285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이 121명으로 42.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20). 노인의 경우 인지 기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저하되어 순발력이

나 대응 능력이 부족 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상황이다.

장애인과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인지력 및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화재나 지진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와 대피 안내 등을 다양한 장

애 유형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공되는 재난 정보 전달 시스템은 여전히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재난 상황이 닥친다면 장애인은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 취약계층의 특성

을 고려하여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과 대피 지원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취약계층의 재

난 유형에 따른 경보체계 및 대피 지원 서비스의 시범모델을 통해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 공공시설의 실내 공간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취약 특성을 고려한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지원 서비스

를 구축하고 IoT 기반의 통합관제 기술 활용과 실내공간정보 기술을 통해서 정보화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장애인․노인의 

재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재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정보 및 대피지원과 관련하

여 단순 매뉴얼 형식의 정보제공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및 지원체계, 서울소방본부의 시

각장애인 재난대응매뉴얼, 장애인 재난위기 관리매뉴얼과 단순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서울안전서비스(seoul.hybride.safecity.go.kr), 국립재난연구원의 안전맵핑툴(https://map4safety.kr) 등 실제 재난환경에서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며,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실내 공간의 안전취약계층을 위

한 방안도 해당 시설의 지정된 담당자 이외에는 대피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의 수단이 부재하였다. 이웃 일본의 경우 도쿄도

의 안전맵서비스(TokyoMetropolitan Government-도쿄토 방재앱), 아다치구서비스(아다구치 방재 네비게이션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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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지도를 제공하여(실시간 대피지원 부재) 재난상황을 대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방재관리앱(www.fema.gov/app)을 통해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내서비스 제공은 부재로 실제 안전취약계층의 실

내 재난발생시 대피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최근 실내공간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박물관, 쇼핑몰 등

의 실내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와 프로토타입 형태의 서비스 기술이 선보이고 있으며, Kim(2017), Yoo(2018), Heo et 

al.(2013), Hwang et al.(2019) 등은 실내공간정보에 대한 측정시험 및 특성, 활용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난발생시 실내공

간에서 대피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공간정보 구축 및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는 

위치의 정확도, 대상 서비스 영역, 가용 가능한 서비스의 영역, 적용가능한 센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활용되고 

있다. 위치정확도와 서비스 영역을 기준으로 Wi-Fi, 관성항법, 기지국, UWB(Ultra Wide Band),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고감도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의사위성, 적외선, 초음파, 지자기계, 카메라 등 다양한 

하드웨어를 활용한 측위기술로 분류된다. WiFi 기반의 측위 기술로 Cell-ID(기준점) 방식의 측위와 핑거프린터

(Fingerprinting) 방식 측위, 다변측위(Multilateration) 기술이 활용되며, 비콘 기반의 측위 기술인BLE(Bluetooth Low 

Energy)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실내공간 내에서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크고 시간에 따라 변화량이 적은 실내측

위 시 사용가능 무선신호를 활용하는 Opportunistic Signal 측위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실내측위기술 표준화의 공적 국제표

준 기구인 국제IPS 표준화의 ISO TC211(지리정보서비스 및 Building SMART) 실내공간과 과련된 표준안의 논의와 구축

된 실내공가정보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Fig.1. ISO TC204(지능형교통정

보서비스)에서는 실내 내비게이션을 위한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OMA(OpenMobile 

Alliance)는 기존 LBS에 실내측위에 대한 표준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위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내측위 기술 및 실내공간정보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WiFi 기반의 

측위 기술 중심으로 다양한 측위 기술이 제안되고 신규 실내측위 기술에 대한 표준화와 OMA와 3GPP는 미국 FCC의 긴급

구조전화를 위한 측위 정확도 향상을 위한 표준화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지속적인 실내측위 기술 표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

히 실내측위의 모든 요구사항(저비용, 고정밀, 유지보수 용이, 모든 단말지원등)을 만족하는 단일 측위 기술이 존재하기 어려

움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합측위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Fig. 1. Indoor positioning standardization status(Sources: Trends on global LB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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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연구의 목적과 범위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안전취약계층이 실내공간에서 재난발생 시 사용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도움을 주고, 행동 특성을 고려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정보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연동

하는 방법과 다양한 사용자에게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였다 Fig. 2. 특히, 현장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

게 수집하고 현행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효과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특정 지점에 대한 좌표의 정확도

를 확인하였다. 연구범위는 실내공간정보 표준 수립과 안전취약계층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립하고 서비스 개발 후 실증을 

통하여 기술적 활용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시범대상 실내공간정보(실증을 위한 시범시설 선정 및 3

차원 실내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피 관련 3차원 객체 모델링, 재난 발생 시 실내 대피 경로 네트워크 구축, 지구자기장 핑거프

린트(Finger-Print)) 구축과 장애인․노인 재난정보 및 대피지원 서비스(재난정보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연계 모듈 개발, 재난

정보 알람 푸시 모듈 개발(경보음, 진동, 플래쉬), 장애인․노인 재난정보 및 대피 안내 모듈 개발, 실내 공간 인지를 위한 음성 

안내 모듈 개발, 장애인․노인 맞춤형 대피 유도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안내 서비스 )를 포함한다. 이후 장애인․노인 

재난정보 및 대피지원 서비스를 실증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세부적인 장애유

형은 15개로 분류)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로 한정하고, 노인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시력과 청력이 감소하고 신체적

인 기능이 점차 약화 되므로 각 장애유형에 적용되도록 고려 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공공시설의 실내공간에서 재난발생 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안

전한 대피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따라서 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능을 개발하고 실증하였다.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 모델의 시나리오 검증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모

델에 대한 실증과 보완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정적인 매뉴얼 형태의 재난정보와 대피지원 정보 제공의 한계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평상시 재난대응 훈

련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 하여 재난상황 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성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Fig. 2. Servic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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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및 재난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시범모델

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보완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내용 및 범위와 적용기술

을 정의하고 시범모델에서 개발되어야 할 요구기능을 중심으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를 단계별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요구사항 분석과 구현단계 완료 후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자문과정을 거쳐 1차 검증

을 수행하고 시범모델 구현이 완료된 후 시범지역에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증 과정을 거쳐 시범모델의 검증 및 보완 

사항을 식별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대규모 공공시설의 실내공간에서 재난정보 전파와 대피지원 시나리오이며, 장애인과 노인의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모바일 앱 기반의 재난정보 전파 모델은 IoT 기술을 이용하여 수집된 재난상황을 

전파하며, 대피지원 모델은 지구자기장 기반의 실내측위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실내위치를 파악하고 실내 대피경로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로안내 등 장애인과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재난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취

약계층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대피정보를 제공한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Fig. 3과 같이 현황분석을 통하여 재난정보/대피지원 체계를 정의하고 재난정보대피서비스 구축 사례와 서비스 

기술 및 개발동향, 데이터 활용 현황분석을 통한 사례분석과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표준 동향 및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개발

을 통한 현황을 분석, 재난정보/대피지원 체계 분석을 위한 장애인 노인의 안전취약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첨단기술 활용

분석, 시범 데이터 구축은 시범시설을 선정하고 실내공간정보 시범시설 내의 관련된 피난 관련 실내공간정보를 도출하여 실

내공간정보 데이터 셋의 기준안을 제시 후 이를 기반으로 시범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한 모델 실증과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 설계와 개발을 수행하고 전문가와 사용자가 모델을 실증하였다.

Fig. 3. Resear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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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 및 대피지원 시스템 

시스템 아키텍처

국내외 선행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정보 및 대피지원 서비스를 분석하여 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출하였다. 안전취약계

층인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장애유형 및 재난 특성을 고려한 실제 활용 가능

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Fig. 4와 같이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공공시설에서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효과적으로 재난정보

(사회재난>화재 정보)를 전달 받고 대피할 수 있도록 최신 IT 기술과 연구사례를 적용하였다. 특히, 자력으로 재난상황을 대

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서비스 지원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Fig. 4. Disaster information and evacuation support system architecture

실내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실내공간에서 재난 대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다. 정

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구자기장 데이터와 현장의 POI(Point Of Interest)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시범장소를 방문하

여 현장 조사와 촬영을 통하여 역사 내의 상점과 시설물의 상호명과 위치를 수집하였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제공되는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항목과 비교하여 변경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실내공간의 속성데이터는 정확한 분류를 통해 DB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토교통부의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에 의거하여 주체에 따른 대분류(3항목), 용도에 따른 중분류(12항목), 구조에 따른 소분류(19항목)으로 분류하여 체계화된 

속성정보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실내DB를 가공하고 이를 실내공간속성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한 표출사양

서가 관리되도록 구축하였다. 객체기반 모델인 CityGML은 실내객체의 경우 상세도 LOD를 4에서만 정의하고 있어 

CityGML은 객체기반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실내공간의 분석, 탐색 등 활용에 제약이 있다.

IndoorGML은 실내공간정보의 표현과 저장, 교환을 위한 데이터 모델과 XML 스키마를 정의하고 IndoorGML은 실내공

간의 기하학적 특성과 위상적 특성을 고려한 다층 공간의 핵심개념을 활용하였다. 기하학적 특성으로는 하나의 단위 셀을 대

표하고, 점들을 연결하는 선과 각 단위 셀의 기하학적 표현 및 공유면에 대한 요소표현이 특징이며, 위상적 특성으로는 각 셀



KOSDI 471

Min Ho Son et al. | Demonstration of Disaster Information and Evacuation Support Model for the Safety Vulnerable Groups 

의 실내공간 사이의 인접성과 연결성으로 구분되며, 문(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을 통해 각 단위 셀간의 이동이 가능하고 각 

단위 셀의 벽과의 관계표현이 구축된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평상시에 수직이동에 사용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화재 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로로 설정이 가능하다. 시범지역은 크게 완성도, 적용성, 연구수행기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구의 동대

구역을 선정하였다. 시범데이터 구축과정은 Fig. 5와 같이 구축하였다. 실내공간 시설물에 대한 레이어 분류는 크게 건물구

조, 방재시설, 보안시설, 교통시설, 편의시설, 기타시설로 나뉘며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Table 1과 같이 분류하고 세부내용 

분류는 Table 2와 같으며 구축결과는 Table 3과 같이 구축하였다.

Fig. 5. Demonstration data construction process(Sources: National Institute for Disaster and Safety)

Table 1. Indoor facility layer classification

순번 칼럼명 칼럼내용 타입 길이 Not Null

1 OBJECTID 아이디 숫자 - Not Null

2 BIG_CODE 대분류코드 문자 4 Not Null

3 MED_CODE 중분류코드 문자 4 Not Null

4 SMA_CODE 소분류코드 문자 4 Not Null

5 POI_CD POI코드 문자 4 Not Null

6 SYMBOL_CD 심볼코드 문자 4 Not Null

7 AREA_CD 대상지코드 문자 4 Not Null

8 FLOOR_CD 층코드 문자 4 Not Null

9 DISP_NM 디스플레이명 문자 30

10 DISP_E_NM 디스플레이영문명 문자 30

11 VIEW_LEVEL 뷰레벨 문자 1

12 SERCH_NM 검색어 문자 30

13 SERCH_E_NM 검색어영문명 문자 30

14 SUB_NI 검색어1 문자 30

15 SUB_N2 검색어2 문자 30

16 SUB_N3 검색어3 문자 30

17 POI_DS POI설명 문자 100

18 POI_E_DS POI영문명 문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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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door facility layer classification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조 속성분류

1 건물구조 구조물 수평구조물 면 층/종류/구분/분류코드

2 건물구조 구조물 수직구조물 면 층/종류/구분/광고포함유무/ 분류코드

3 건물구조 구조물 이동구조물 면 층/종류/구분/분류코드

4 건물구조 구조물 시설물형태 면 층/종류/구분/분류코드

5 건물구조 시설물 펜스 선 층/종류/재질/분류코드

6 건물구조 시설물 출구 점 층/종류/번호/출구정보/분류코드

7 건물구조 시설물 계단 점 층/종류/구분/관리번호/연결층/기타/분류코드

8 건물구조 시설물 경사로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9 건물구조 시설물 에스컬레이터 점 층/종류/구분/방향/연결층/분류코드

10 건물구조 시설물 엘리베이터 점 층/종류/구분/연결층/분류코드

11 건물구조 시설물 무빙워크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12 건물구조 내부구조 고객센터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13 건물구조 내부구조 상가 점 층/종류/구분/명칭/분류코드

14 건물구조 내부구조 사무실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15 건물구조 내부구조 문화공간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16 건물구조 내부구조 휴게공간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17 방재시설 소방시설 구호물품보관함 점 층/종류/품목/분류코드

18 방재시설 소방시설 긴급전화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19 방재시설 소방시설 비상벨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20 방재시설 소방시설 비상용모래함 점 층/종류/용도/재질/분류코드

21 방재시설 소방시설 소화기 점 층/종류/구분/용량(KG)/분류코드

22 방재시설 소방시설 소화전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23 방재시설 피난설비 터널대피용사다리 점 층/종류/분류코드

24 방재시설 피난설비 비상구 점 층/종류/분류코드

25 방재시설 피난설비 비상조명 점 층/종류/구분/수량/분류코드

26 보안시설 치안시설 지하철경찰대 점 층/종류/분류코드

27 교통시설 교통약자배려시설 장애인보도블럭 선 층/종류/구분/분류코드

28 교통시설 교통약자배려시설 휠체어리프트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29 편의시설 안내시설 안내도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30 편의시설 안내시설 전광판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31 편의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점 층/종류/구분/형식/분류코드

32 편의시설 편의시설 공중전화 점 층/종류/구분/수량/분류코드

33 편의시설 편의시설 무인택배/보관함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34 편의시설 편의시설 음수대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35 편의시설 편의시설 자판기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36 편의시설 편의시설 즉석사진기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37 편의시설 편의시설 휴지통 점 층/종류/수량/분류코드

38 편의시설 편의시설 벤치 점 층/종류/재질/분류코드

39 편의시설 금융시설 현금인출기 점 층/종류/관리주체/분류코드

40 편의시설 광고시설 디지털뷰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41 기타시설 출입시설 개찰구 점 층/종류/구분/방향/수량/스피드게이트유무/분류코드

42 기타시설 출입시설 매표소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43 기타시설 출입시설 스피드게이트 점 층/종류/구분/분류코드

44 기타시설 승강장 스크린도어 선 층/종류/구분/분류코드

45 기타시설 승강장 승강장입구 선 층/종류/번호/형태/ 스크린도어유무/분류코드

46 기타시설 승강장 안전선 선 층/종류/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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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I layer deployment results

구분 POI 형태 비고

Ground Floor

(Flatform)
shape

2nd floor

 above ground

(waiting room)

shape

3rd floor 

above ground
shape

실내경로 DB는 사용자들에게 실내 각종 시설물과 대피경로 안내를 위해 반드시 구축하여야 하는 정보이며, 재난 발생 시 

장애인ㆍ노인의 신속한 대피출구 및 경로를 알려주는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하였다. 주경로에서 분기되는 종속경로의 단절 

주경로에서 분기되는 종속경로의 선형이 단절되는 경우 선형을 연장하고 연장된 선형이 접하는 부분인 주경로에 Vertex를 

생성하였다. 교차로에서 단절되는 경로구간의 교차되는 부분에서 A경로와 B경로의 교차점에 Vertex를 생성하였다. 경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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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Over Shoot 현상은 경로구간의 Over Shoot 현상 발견 시 교차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벗어난 구간 삭제하고 삭제한 후 연

장된 선형이 접하는 부분인 A로에 Vertex를 추가 생성하였다. 경로구간이 분기되는 경우 분기되는 지점의 선형이 단절되지 

않게 분기점이 일치하도록 구축하였다 Table 4.

Table 4. Build an indoor path

구분 사례 비고

Disconnection of 

dependent routes 

diverging from the main 

route

종경로

단절

Route sections 

disconnected at 

intersections

교차로

단절

Overshot phenomenon in 

route interval

Over Shot

구간

When the route interval 

branches

경로

분기

실내 공간정보 구축방법으로는 현재 널리 쓰이는 것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비콘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본 연구에서

는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치파악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구자기장을 활용하였다. 지구를 하나

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가정하며, 지구상의 어떤 공간이라도 항상 일정 수준의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철제 구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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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제품, 장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구자기장의 세기가 주변시설물에 의해 왜곡되는 특성을 이용하고, 역사 내 대

합실이 위치하는 지역은 지자계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실내 공간 및 사용자 위치를 파악하게 되며 경제적이며 

정확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Hwang et al., 2019). 사용자에게 경로 관련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링크와 노드로 구성된 실

내 경로를 구축하였다. 이 경로를 기반으로 IndoorAtlas 사의 Mapcreator2 앱과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지자기센서

(Geo-magnetic Sensor)를 이용하여 지구자기장을 측정하였다. 구축 시 중요한 요인으로서 신호세기 측정 간격을 고려하였

고(Heo et al., 2013),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웹사이트 IndoorAtlas에서 확인하고 수정함으로써 측정 및 지도구축 과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실내 포지셔닝 플랫폼으로 지구자기장과 AR 모드를 활용하여 앞서 구축된 POI 

정보를 맵핑하여 서비스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Fig. 6. Finger print of geomagnetic in Dongdaegu station

지구자기장의 정확도

지구자기장의 위치데이터 정확도를 측정하고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 동대구역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부터(Point A) 

역사 내 황남빵집 통로(Point C) 까지 이동하면서 0.5초마다 오차 범위 및 정확도를 측정하여 Fig. 7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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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왼쪽부터 모바일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여 구축한 지구자기장 맵을 기반으로 사용자 위치를 나타냈으며, 화면 아래

에 나타난 숫자는 각각 위도와 경도로 소수점 아래 여섯째 또는 일곱째자리까지 나타내었다. Fig. 8과 같이 실외(Point A)에

서는 3.6m의 오차 반경과 81% 정확도(GPS결과)를 보이며 실내(Point C)에서는 약 2.19m의 오차반경과 97%의 정확도(지

구자기장 결과)를 보인다(본 연구에서 구축된 실내 POI 기준). 그래프의 경향과 같이 실내로 이동할수록 대체로 오차반경은 

감소하고 정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구자기장의 실내공간정보 활용성이 비교적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최대 

정확도는 0.97/1.0 기준). 지구자기장의 정확도는 측정방법 및 횟수, 속도에 따라 정확도는 향상되며 비콘등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정확도를 제공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0.7~0.97의 정확도 구간을 제공하며 가장 낮은 0.7 구간의 경우 교차지역 또는 

방향이 급하게 변경되는 지점에서 데이터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Fig. 7. Positional accuracy measurement

Fig. 8. Error radius and accuracy depending on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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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 연계 모듈

실증장소인 동대구역의 경우 재난정보에 대한 외부 전달 체계가 미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재난

정보 연계 모듈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재난정보와 대피 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재난발

생정보를 지도 등의 앱 외부의 데이터와 연계하였다. 화재 감지기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관리자가 직접 관

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특히, 화재를 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꽃 감지기(KFD-1000)에 감지된 화재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으로 Fig. 9와 같은 중계장치(Wise1A) 를 사용하여 관리자 서버로 재난 정보를 전달한다. 관리자는 자동으로 수신된 정보를 

확인하고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소리와 진동을 동반한 푸쉬(app push) 알림을 보냄으로써 재난정보를 전파하게 

된다.

Fig. 9. Fire information collection scheme

재난대피 서비스

재난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관리서버와 모바일앱을 개발하였다. 관리서버는 푸쉬메세지를 보내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난정보 전송, 사용자 위치를 표출하고 화재나 붕괴 등으로 지나갈 수 없는 경로를 수동으로 차단하는 등 지

도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링, 사용자 계정 및 정보를 관리하는 사용자관리, 안내를 공지하는 공지사항, 사용자가 위치

오류 등을 제보하는 제보관리로 구성된다.

모바일앱은 소리, 진동, 플래시를 동반하는 앱 푸시 알림 표출, 시각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음성안내, 화면에 이동경로와 

사용자 위치 표출을 위한 AR화면 및 2D지도, 보호자 연락처 및 장애유형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설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Fig. 10은 재난대피 진행 과정을 사용자, 앱, 관리자의 관점에서 나타낸 흐름도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

용자는 모바일앱에서 안내되는 경로를 따라 출구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장애유형을 구분하여 서비스가 지원된다.

전맹과 저시력자를 포함한 시각장애인과 노인의 경우 푸쉬 알림을 진동과 소리를 이용해 전달받을 수 있고 경로 안내뿐만 

아니라 UI 조작 시에도 음성안내 서비스를 지원하며 버튼 조작이 용이하도록 화면을 재배치하였다. 청각장애인과 노인은 특

성상 초기에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재난 상황을 인지한 후에는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진동을 동반하여 기능을 제공하며 푸쉬 알림뿐만 아니라 경로 안내 시 화면에 텍스트가 표출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할 

때도 진동이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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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lowchart of the process by which evacuation guidance is conducted

설계 단계에서 사용자의 유형에 적합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기능을 식별하고 유스케이스를 활용하여 정의하였다.

유스케이스는 시범모델에서 제공해야 하는 기능 또는 서비스를 명세하는 단계로서 사용자와 시범모델의 관계 및 기능과 

기능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공통 사용자는 Fig. 11(左) 과 같이 시범모델에서 정의한 사용자 중 모바일기기 사용자인 시

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구조대를 포함하여 모바일기기 사용자의 공통된 기능을 정의하는 사용자이다. 재난 알

림 수신, 경로탐색, 경로안내, 오류제보, 구조요청, 로그인(회원가입) 등 세부기능을 제공한다. 안전취약계층 중 시각장애인

의 경우 Fig. 11(右) 와 같이 사용자 중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 환경을 정의한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AR화면 없이 

2D지도만 화면에 제공하고, 음성 안내를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Fig. 11. End user specific use ca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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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는 고립된 사용자들을 구조하는 사용자이다. Fig. 12(左)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구조대는 구조 활동과 관련된 기

능을 제공한다. 주요 기능으로 사용자 위치 수신, 경로탐색, 경로안내, 구조결과, 로그인(회원가입) 등 세부 기능을 제공한다. 

관리자는(Fig. 12(右)) 재난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용자이다. 재난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기능과 평상 시 업무를 위한 

기능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으로 재난정보 관리, 사용자 관리, 공지사항 관리, 사용자 제보관리, 재난상황 모니터링 등 세부 

기능을 제공한다. 

Fig. 12. Use case model by administrator

실증 시나리오

시범모델(앱)을 실증하기 위하여 Table 5와 같이 세 가지 장애 유형(1-시각, 2-청각, 3-지체)에 대해 출구로 대피(A), 구조

와 관련된 경우(B), 평상시에 시설물을 검색하여 이동할 수 있는 목적지 안내(C)에 대한 경우를 설정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

다 Fig. 13.

테스트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 직접 앱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따라 맞춤형 방법으로 대피안내를 받고 

서로 다른 위치에서 출발해 다른 출구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테스트 결과 모두 출구로의 대피가 

모두 적합하게 이루어졌다.

Table 5. Scenarios by type 

구분 측정 화면 비고

CASE 1-A 시각장애인의 건물 밖 대피 음성지원

CASE 2-B 고립된 청각장애인의 구조 구조지원

CASE 3-C 지체장애인의 구조장소로 대피 구조지원

CASE 2-B 청각장애인의 목적지로 경로 안내 경로지원

CASE 4 로그인 및 시민 제공(VGI)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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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emonstration scenarios 

실증 결과

시범 지역으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동대구역을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사용자 실증은 안전취약계층 중 지체장애(저시

력), 시각장애(전맹), 청각장애 3가지 경우를 대상으로 안전 보조자 1인을 포함하여 함께 실증하였다 Fig. 14. 해당 실증은 정

량적인 측정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증을 진행하였다. 대피 안내 경로에 대한 적합성

의 검증은 1차적으로 시나리오에 의해 사용자 위치와 화재장소를 확인하고 화재장소를 회피하여 경로를 안내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고, 2차적으로 실증에 참가한 장애인(국립**맹학교)과 전문가 자문회의에 위촉된 자문위원(소방방제및건축시설)

들에게 설문조사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사용자에 의한 적합성 검증 결과 실증에 참여한 안전취약계층은 비교적 사용성이 적

합하다고 평가하였다. 

Fig. 14. User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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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증 내용으로 재난정보에 대한 통제를 관리하는 관리자 기능에서 관리서버의 메인화면은 해당지점의 모든 재난정

보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Fig. 15와 같이 배치한다. 특히 재난상황 발생 시 페이지 접근 시간을 최대한 단

축하여 관리자가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과 앱의 push 알림 전송 기능을 제공한다. 

모바일기기로 수신된 재난상황은 알림 서비스는 앱의 push 알림 기능(Fig. 16(Disaster Information Notification))으로 모

바일기기의 화면에 표출된다. 모바일기기 화면에 표출된 push 메시지를 클릭하면 대피 안내 화면으로 이동 하고 설정된 대피

경로나 임시대기 장소로 자동 안내를 수행한다. 사용자의 위치는 기 구축된 지구자기장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측정된 사용

자의 현재 위치 및 방향을 앱 화면의 2D 지도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

를 안내하는 기능으로 실내 대피 경로 네트워크(Evacuation Route Network)를 이용하며, 사용자 유형(장애유형, 구조대)에 

맞는 경로로 안내한다(Fig. 16(User location, Evacuation route guidance)). 관리자가 지정하는 이동 불가지역은 회피하고 

지체 장애인의 경우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 불가능한 구역은 회피한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보조시설인 점자 블록을 활

용한 대피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대피경로에 대해 음성 안내 기능(Fig. 16(Voice evacution guidance))을 제공하여 사용자

의 진행방향, 전환, 경로 이탈 등에 대하여 안내를 음성으로 제공한다.

관리자 부분은 Fig. 17 과 같이 재난 상황에 따라 목적지를 출구 혹은 구조 대기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사용자

에게 전달한다. 화재 상황 발생 시 관리자는 화재 발생 지점 및 연결된 이동로를 사용 불가로 설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사용자는 관리서버로부터 전달받은 화재 발생지점을 회피하여 대피경로를 생성한다. 관리자는 재난 상황 발생 직후 또는 상

황 진행 간 화재 진행방향, 붕괴, 연기 이동 등 사용자들의 경로상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이동 불가지역으로 선

정하여 대피경로를 수정하여 전파하며 사용자 기기는 기존 경로를 수정하여 이동경로를 표시한다. 그 외 재난상황이 아닌 일

반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에게 사용자 주변에 위치하는 주요 시설물(화장실 등)을 음성으로 안내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경로 안내 시 실내 공간에 대한 안내 등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사용자 제보 관리는 사용자 제보 기능에 의해 

제보된 내용을 리스트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 한다. 제보 내용 조회, 관리자가 확인하고 반영여부

를 결정, 반영 요청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송(push 메시지) 제보 내용의 반영 여부를 제보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Fig. 15. Administrator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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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User screen

Fig. 17. Induce evacuation and provide non-moveable areas 

그 외 사용자 참여형 재난정보 제공 서비스로 앱의 데이터와 실제 장소 및 물품이 맞지 않는 경우 사진으로 촬영 후 관리자

에게 정보 변경을 요청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시범모델의 신뢰도 보장을 위해 데이터의 무결성이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VGI(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참여기반 공간정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데이터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경로의 적합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용자 설문 결과

사용자 실증 후 설문을 수행하였다. 앱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1:1 설문으로 전반적인 앱 기능에 대한 의견, 경로안

내(대피경로, 목적지안내)는 적절히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앱 기능에 대한 사용자 UI 의견, 재난정보 전달 체계와 관리

자 정보제공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이 Table 6, 7과 같이, 전문가 의견은 Table 8과 같이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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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ser survey results 

구분 
분야별 사용자 평가

비고
기능 만족도 재난정보 전달 대피지원 적절성 사용자 UI

지체장애(저시력) 3 1 1 2 1:매우만족

2.만족

3.보통

4.불만족

5.매우불만족

시각장애(전맹) 2 1 3 1

청각장애 2 2 1 2

Table 7. User feedback results

구분 의견 반영

지체장애(저시력)
- 화살표의 정확성 향상

- 건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강화

- 허용 오차 내 화살표 고정

- 장소 검색 시 장애인 시설 상단 표기

시각장애(전맹)

- 거의 화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도 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변경

- 경로 이동 시 경로 안내 음성을 다시 재생하는 기능 제공

- 음성안내 멘트를 기준으로 POI 설명에 대한 시점 조정

- 경로 재탐색 범위 조정

- 지도활성화 옵션 선택 제공

- 지도화면 대신 필요한 기능 버튼 형태로 변경

- 음성 안내 시 자연스럽게 안내되도록 변경

- 오차범위 수정 반영

청각장애

- 경로 / 위치 안내 텍스트 표출 시점에 진동 알림 제공

- AR 화면의 안내 화살표 크기 조정 및 이동 방향을 보다 정

확하게 제공

- 2D지도에서 사용자의 이동방향 표시

- 사용자 유형 공통으로 진동 알림 제공

- 오차범위 조정으로 화살표가 변경 현상 수정

- 동기화 코드 반영

Table 8. Expert survey results

구분 전문가 의견

전문가(소방시설)

- 구축 내용의 정밀도나 현실적용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정교한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distance 

map 에 기반하여 탈출 방향 및 탈출 방법 등을 판단하는 서비스 필요

- 터미널은 기본적으로 이용 수단(열차), 승강층(플랫폼), 여객 대기층, 그리고 외부 대중교통 연결부로 

구성되어있는 바, 수직이동이 고려되어야 함

- 청각장애인은 재난정보를 획득하기만 하면 잘 피난할 수 있으므로 재난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에 초점이 있어야 하며,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는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함

전문가(건축물안전)

- 피난 상 중요한 피난경로를 안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로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군중피난의 경우에는 화재보다 군중의 힘에 의한 재난약자들의 피해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한 구

역으로 별도로 안내하는 것에 대한 대안 필요

- 재난약자들에 대한 안전구역을 사전에 명확하게 결정한 후 재난약자들이 군중피난과 중복되지 않도

록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구역에 대한 정보 필요

전문가(**맹학교교사)

- 앱의 기능 및 디자인이 사회적 약자들의 사용에 적합

- 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적합성과 편리성이 강조되었다고 판단

- 앱 사용 전 장소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가 제공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앱을 사용함에 있어 저시력인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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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지원에 대한 개선 사례 비교는 Table 9와 같다. 코로나 상황과 사용자 실증의 

시공간적 제한으로 동일 사용자가 동일 환경에서 기존 재난정보와 대피정보 제공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난정보와 대

피정보 제공 방법을 비교한 정량적인 실증에는 제한이 있다. 정성적인 사용자 설문평가와 재난발생 초기에 안전취약계층에 

실시간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재난의 특성상 재난대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보다 신

속하게 대피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 실증을 통하여 효과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Table 9. Comparison with existing studies

구분 
기존 재난정보

현행 본 연구

기능 만족도 - 실내공간 내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없음

- 실내공간 내의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및 대

피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앱 서비스 제공

재난정보 전달

적절성

- 실내공간의 경보기 및 재난안내방송 제공

: 청각장애인의 경우 안내방송을 제공받지 못함

   (재난정보 사각지대 발생)

- 안전취약계층이 보유한 휴대폰을 통하여 재난정보를 

사전에 등록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으

로(벨, 진동, 빛) 전달

대피지원 

적절성

- 실내공간의 경보기 및 재난안내방송 제공

: 일반 인들도 정확하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모름

- 실내공간의 특정 장소에 대피지원에 대한 설명 공지

(해당 시설물 관리자 또는 관계자만 정보를 숙지함)

- 실내공간 대피지원 길안내 제공

: AR 기반의 현실성 높은 대피지원 길안내

: 지구자기장 기반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대피지원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최적의 대피지원 길안내

사용자 UI

적절성
- 실내공간 내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없음

-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용자 UI 제공

ex)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고려(본 연구에서 3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제공)

결 론 

재난정보 및 대피지원 실증

본 연구는 대규모 공공시설의 실내 재난발생(화재) 시 안전취약계층에게 보다 신속하게 재난정보와 대피지원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사용자 및 외부 전문가가 실증하였다. 재난정보와 대피지원 서비스 현장 실증에서 사용자

의 경우 “만족” 평가를 받아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정보 대피지원 서비스 활용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문가

의 경우 소방시설 및 건축물안전과 관련된 정보와 비장애인들의 화재 시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

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구역 및 대피경로 도출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실증 후 개선 및 활용 방안

안전취약계층 개선 사항

실내공간내에서 경로 안내 유도선과 음성 안내 등이 자주 변경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허용 오차 범위를 늘려 수정하였으나, 

향후 정확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IoT 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여 정확성 및 신뢰성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제안한다. 그 외 장애인의 유형별 분석을 통한 기능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장애인들의 모바일기기 사

용패턴, 재난 시 행동요령 등 반영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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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개선 사항

대피경로 또는 임시대피장소(구조대기장소)로의 이동하는 것에 대한 판단과 대피경로 상의 안전성 보장 등 시스템 운영상 

문제에 대한 구조공학 전문가의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이외에도 장애유형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사용

자를 고려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나 환자, 어린이 등의 이동약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이동약자 전체를 포용하는 모델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비상 탈출의 소요시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증을 통한 시스템적 보완이 요구된다.

시범지역인 기차역 이외에 실제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인 요양병원, 양로원, 장애인 전문

병원 등의 시설 특성에 맞는 시스템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시설운영, 재난대피 매뉴얼 등 관련 운영방침과 부합하여 운

영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실증을 통한 개선 확대가 필요하다.

시범모델의 활용방안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동대구KTX역 자체 소방훈련에서 모의 화재상황 발생 시 직원들에게 상황전파 도구로 활용 가능하

고, 안전취약계층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피훈련에 활용하는 방안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일반 사용자로 하여금 자발적

인 베타 테스터로 참여를 유도하여 연구 기간 식별하지 못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활용방안

시범모델은 다중 이용 시설 중 한 가지 유형에 한 하여 시범시설을 선정하고 개발을 진행하였지만, 장애인․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기에 요양원, 전문병원 등 형태가 다른 시설에 대해 시설특성에 맞는 서비스 모

델이 개선되어야 한다. 기 개발된 KTX역 모델을 동대구KTX역에서 부산KTX역 및 서울KTX역으로 확대하여 같은 시설에

서도 규모, 형태가 다른 장소에서도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하다.

시범모델은 재난상황을 화재상황으로 한정하였지만 화재성상 등 화재발생과 진행과정 등에 대한 모델을 정립하고 대피

경로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과제 혹은 서비스 모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대피경로 결정 및 관리자의 시스템 개

입 등 정책적인 결정 방향, 시설별 운영 지침에 맞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경로 안내 서비스는 표출되는 지도상의 사용자 위치와 실제의 사용자 위치의 일치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구

자기장을 기반으로 구축한 지도는 사용자의 이동경로를 비교적 잘 파악하고 실내에서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범모델은 동대구역 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시범시설에서만 대피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현재 적용 

가능한 장애유형이나 재난유형이 국한되어 있는 점 등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역사, 전문병원 등 공공 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고려하고, 장애인과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환자, 

임산부 등의 다른 안전취약계층의 사용자를 정의하여 각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모델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와이파이나 블루

투스 비콘 등의 보조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위치 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최대한 증가시키고 화재나 연기 등의 진행 과정을 참고

하여 최대한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피와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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