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1)

최근 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의 개발로 인해 소방시

설의 기준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

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한 종류로 무선방식의 시스템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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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소방시설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변화는 소방시설과 스마트폰 앱을 

연계한 대피안내시스템의 개발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시스템의 구성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고 있으

며, 표준화된 피난안내도의 작성매뉴얼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표준화된 스마트폰 피

난안내도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스마트폰 피난안내도의 구성요소별 표시방법의 유형과 크기에 따

른 의사결정시간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고찰과 법규 고찰을 통해 실험요소를 도출하였으며, 30명의 피실험자를 대

상으로 구성요소 표시방법의 유형과 크기에 따른 의사결정시간을 분석하였다. 이후 통계검정을 통해, 스마트폰 피난

안내도 구성요소별 작성기준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revious studies related to evacuation guidance systems are focused on the system construction, and research on manual 

of the standard evacuation map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research is a basic study to establish the standard evacuation 

map, and analyzed the decision-making time according to the type and size for each component of the evacuation map. 

Experimental elements were derived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legal regulations. After that, 

decision-making time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type and size of the component display method.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ecision-making time according to the type and size of the component display method. Afterwards, 

through the statistical test, the evacuation map guidelines for smartphones were proposed.

Keywords : Evacuation guidance map, Decision-making time, Evacuation guidance map desig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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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알림설비’라는 명칭으로 허용하고자 하고 있으며(1), 2017

년 말 소방시설 중 화재수신기와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의 

네 가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수정하여 무선통신 기준이 

허용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IoT 기술을 적용한 소방시설

의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연구는 소방시설과 스마트

폰 앱을 연계한 대피안내시스템의 개발이다(2-14).

하지만 대피안내시스템 관련 선행연구 연구들은 시스템

의 구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피난안

내도(스마트폰 피난안내도)는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제시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스마트폰 피난안내도 작성기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

이다. 표준화된 안내지도의 부재는 정보공유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15), 스마트폰을 활용한 

피난안내도의 기준수립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표준화된 스마트폰 피난안내도의 기

준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스마트폰 피난안내도의 

구성요소별 의사결정시간을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피난안

내도 관련 선행연구와 법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

마트폰 피난안내도 구성요소를 선정하였다. 이후 3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구성요소 표시방법의 크기와 유형에 

따른 피실험자의 의사결정시간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스마트폰 피난안내도 구성요소의 작성기준을 제시하였다.

2. 피난안내도 관련 법규 및 선행연구 고찰

2.1 피난안내도 관련 법규

국내에서 피난안내도의 비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

어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

물을 상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난안

내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동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에서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 까지의 피난 동선(피

난 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

용방법(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등 피난안내도 표준

매뉴얼(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을 통해 피난안내도의 작

성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4).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에서는 

B4, A3 이상의 크기의 표준 피난안내도의 작성방법(선모

양, 글자모양, 범례모양 등)을 제시하고 있다.

2.2 피난안내도 관련 선행연구

스마트폰 피난안내도와 관련된 연구는 1) 센서네트워크

를 활용한 ‘현재위치’와 ‘화재발생위치’의 제공방법, 2) ‘현

재위치’와 ‘화재발생위치’를 기반으로 한 최적피난동선의 

제공방법에 관한 연구로 구분된다. ‘현재위치’ 및 ‘화재발

생위치’의 제공방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Yoon 등(2)은 

지하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화재 및 피난자의 위치를 파악하

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설

계하고 구현하였다. Lee 등(3)은 지능형 CCTV, 복합센서, 위

치추적스캐너 등의 성능을 실험하고, 그 활용기준을 제시

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콘을 기반으로 하여 재실

자의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최적피난동선을 제시하는 시스

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4-7). 또한 최적피

난동선의 제공방법에 관한 연구의 경우 A* 알고리즘, 다익

스트라 알고리즘과 같은 경로탐색 알고리즘에 기반한 대피

경로 탐색 및 안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8-12)와 추가적인 

변수의 고려를 통한 경로탐색 알고리즘의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13,14).

2.3 스마트폰 피난안내도 구성요소 도출

피난안내도 관련 법규분석 결과,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4가지 요소를 ‘비상구 위

치’, ‘피난동선’,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에

서는 그 작성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고찰 결

과 스마트폰 피난안내도는 ‘현재위치’, ‘화재발생위치’, ‘최

적피난동선’의 세 가지 요소의 제공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법규분석 결과와 선행연구 고찰결과를 종합해 보면, 스

마트폰 피난안내도의 구성요소는 ‘비상구 위치’, ‘피난동선 

및 최적피난동선’,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현재위치’, ‘화재발생위치’의 총 6개로 구분

된다. 이 중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은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에서 그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난동선 및 최적피난동선’

의 경우 ‘피난동선’의 작성기준은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

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최적피난동선’의 작성기준은 제시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화재발생위치’는 피난안내도 표준매

뉴얼에서 그 작성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위치’의 

경우 소방청 피난안내도에서 그 형태와 크기를 제시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피난안내도에서는 현재위치가 가변형으

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스마트폰 피난안내도의 구성요소 중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최적피난

동선’, ‘화재발생위치’와 기존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과 다

르게 가변형으로 제시되는 ‘현재위치’에 대해 표시방법의 

크기와 유형에 따른 의사결정시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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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 피난안내도 구성요소별 

의사결정시간 분석

3.1 실험 케이스 구분 

앞서 도출한 3개의 구성요소의 크기와 유형에 따른 의사

결정시간을 분석하기 다음과 같이 실험케이스를 구분하였

다.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에서 표시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현재위치’의 경우는 그 크기를 변수로 케이스를 구분하였

으며, 표시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화재발생위치’, ‘최

적피난경로’는 그 표시방법의 유형과 크기를 변수로 실험

케이스를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화재발생위치’ 표시방법의 유형과 크기

를 변수로 실험케이스를 구분하였다(Figure 1). 이때 ‘화재

발생위치’의 표시방법의 유형은 KS ISO 7010에서 제시하

고 있는 3개의 유형(‘일반적인 금지표시(유형 1)’, ‘통행금

지(유형 2)’, ‘여기에 서 있거나 걸어가지 마시오(유형 3)’)

의 이동금지 표시방법을 활용하으며, 크기는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례의 크기를 기준(100%)

으로 3개의 크기(100%, 200%, 300%)로 구분하였다. 서로 

다른 2개의 건축물 피난안내도에서 각 2곳의 ‘화재발생위

치’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첫 번째 실험은 총 36

개(3개의 ‘화재발생위치’ 표시방법의 유형 × 3개의 ‘화재발

생위치’ 표시방법의 크기 × 2곳의 ‘화재발생위치’의 위치 × 

2개의 피난안내도)의 케이스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실험은 ‘현재위치’ 표시방법의 크기를 변수로 

실험케이스를 구분하였다(Figure 2). 이때 ‘현재위치’ 표시

Figure 1. Case classification by fire sign type and size.

Figure 2. Case classification by ‘you are here’ symbo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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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크기는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에서 제시하고있는 

크기를 기준으로 3개의 크기(100%, 200%, 300%)로 구분하

였으며, 서로 다른 3개의 건축물 피난안내도에서 3곳의 ‘현

재위치’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두 번째 실험은 

총 27개(3개의 ‘현재위치’ 표시방법의 크기 × 3곳의 ‘현재

위치’ 표시방법의 위치 × 3개의 건축물 피난안내도)의 케

이스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실험은 ‘최적피난동선’의 표시방법에 따른 의사

결정시간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으로, ‘최적피난동선’ 표시

방법을 변수로 케이스를 구분하였다. 이때 ‘최적피난동선’ 

표시방법의 3가지 유형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였

다. 설문조사는 5개의 유형(‘굵은 피난동선(case1)’, ‘진한녹

색 피난동선(case2)’, ‘점선 피난동선(case 3)’, ‘기호로 강조

된 피난동선(case 4)’, ‘글자로 강조된 피난동선(case 5)’)의 

‘최적피난동선’ 표시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총 58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Figure 3). 설문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3개의 유형은 ‘굵은 피난동선(33.70%)’, ‘진한녹색 피

난동선(21.74%)’, ‘글자로 강조된 피난동선(27.17%’)로 나타

났으며, 이를 실험변수로 선정하였다. 

실험은 3가지 유형의 ‘최적피난동선’ 표시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3개의 건축물 피난안내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

으며, 총 24개의 케이스로 구성되었다(Figure 4). 이때 2개

의 건축물 피난안내도는 피난 가능한 경로가 3개, 1개의 건

Figure 3. The result and case of pre-questionnaire.

Figure 4. Case classification by type of optimal evacuation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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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 피난안내도는 피난 가능한 경로가 2개로 구성되어있

기 때문에, 각각의 피난경로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실험은 

총 24개(3개의 ‘최적피난동선’ 표시방법의 유형 × 2개의 

건축물 피난안내도 × 3개의 피난경로 + 3개의 유형 × 1개

의 건축물 피난안내도 × 2개의 피난경로)의 실험케이스로 

구성되었다.

3.2 실험 방법 및 절차

스마트폰 피난안내도의 구성요소에 따른 의사결정시간

(피실험자가 이미지 자극을 바라보는 시점부터 피난경로 

또는 현재위치를 선택할 때까지의 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구분된 케이스는 모두 Figure 5(a)와 같이 이미지 파일로 제

작되었다. 제작된 이미지를 통해 실험은 피실험자의 의사

결정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superLab 5.0 (https:// 

www.cedrus.com/superlab/)을 활용하여 설계되었다.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는 Figure 5(c)와 같이, 스마트폰(LG V30 

(QHD+ 2880x1440))을 통해 제시되는 피난안내도를 보고 

피난경로 또는 현재위치를 키보드를 통해 선택하도록 요청

받았다. 모든 피실험자는 의자에 앉은 자세로 책상 위의 스

마트폰을 바라보며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때 피실험자는 

오른손을 키보드 위에 위치한 상태로 실험에 참가하도록 

요청받았으며, 이를 통해 피실험자가 의사결정과 동시에 

키보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구성요소에 대한 세 

번의 실험은 한 번의 실험이 종료되면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실험은 22세부터 40세까지의 남녀 30 명(남 21명, 여 9

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피실험자의 평균나이는 29.10세 

(S.D = 5.26)이다.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케이스의 

평균 의사결정시간과, 정답률(Folloing rate, FR)을 비교하였

으며, 모든 데이터 분석은 SPSS 25를 통해 수행되었다.

4. 의사결정시간 분석을 통한 스마트폰 

피난안내도 작성기준 도출

4.1 의사결정시간 분석을 통한 화재발생위치 표시방법

‘화재발생위치’ 표시방법의 유형에 따른 의사결정시간을 

분석한 첫 번째 실험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유형 2’ 에

서 3,799.67 ms로 가장 낮은 평균 의사결정시간을 보이는 

Figure 5. Experiment method and procedure.

Type of Fire Sign Avg. Decision Making Time (ms) FR (%)
Kruskal-Wallis Test

Mean Rank df sig

Type 1 3,856.11 100.00 548.37

2 0.811
Type 2 3,799.67 99.72 533.37

Type 3 3,917.80 98.89 539.76

Total 3,857.86 99.54

Table 1. Average Decision-Making Time According to Type of Fire Sign (Avg, Average; df, Degree of Freedom; sig, Significance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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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1’, ‘유형 3’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정답률은 ‘유형 1’, ‘유형 2’, ‘유형 3‘의 순으로 나타났

다. 크기에 따른 평균 의사결정시간과 정답률은 Table 2와 

같다. ‘화재발생위치’ 표시방법의 크기에 따른 의사결정시

간은 ‘200%’에서 3,762.10 ms로 가장 낮은 의사결정시간을 

보였으며, 정답률은 ‘3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재발생위치’ 표시방법의 유형과 크기에 따른 반응시

간에 대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 2와 같다. Kruskal-Wallis 검정 결과, ‘화재발생위

치’의 표시방법의 유형과, 크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시방법(p = 0.811), 크기(p 

= 0.110). 

4.2 의사결정시간 분석을 통한 현재위치 표시방법

두 번째 실험의 결과인 ‘현재위치’ 표시방법의 크기에 

따른 의사결정시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피실

험자의 평균의사결정시간은 3,307.81 ms (정답률 : 99.75%)

로 나타났으며, 크기가 ‘300%’일 때 3,210.35 ms (정답률 : 

99.63%)로 가장 빠른 평균 의사결정시간을 보이는 나타났

다. 크기에 따른 의사결정시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한 Kruskal-Wallis 검정 결과, 크기에 따른 의사결정시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0). 또한 크기

가 증가할수록 평균순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현재위치’ 표시방법의 크기가 증가할 수록 의사

결정시간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크기별 차

이를 살펴보면 ‘100%’와 ‘200%’의 크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사결정시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 = 

1.000), ‘300%’의 크기는 ‘100%’, ‘200% ’의 크기와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0). 따라서, 스

마트폰 피난안내도에서는 ‘현재위치’ 표시방법의 크기를 

가장 빠른 의사결정시간을 보이는 ‘300%’의 크기로 제시할 

때 가장 빠른 의사결정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의사결정시간 분석을 통한 최적피난동선 표시방법 

최적피난동선의 표시방법에 따른 의사결정시간을 분석하

기 위한 세 번째 실험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 피실험

자의 평균의사결정시간은 4,387.01 ms (정답률 : 94.16%)로 

나타났으며, ‘유형 2’에서 가장 낮은 의사결정시간(3,886.63)

Size of Fire Sign Avg. Decision Making Time (ms) FR (%)
Kruskal-Wallis Test

Mean Rank df sig

100% 3,982.28 99.72 566.92

2 0.110
200% 3,762.10 99.17 518.72

300% 3,829.19 100.00 535.87

Total 3,857.86 99.54

Table 2. Average Decision-Making Time According to Size of Fire Sign (Avg, Average; df, Degree of Freedom; sig, Significance 
Probability)

Present Position Symbol Size Avg. Decision Making Time (ms) FR (%)
Kruskal-Wallis Test

Mean Rank df sig

100% 3,335.64 99.63 464.13

2 0.000
200% 3,377.43 100.00 384.38

300% 3,210.35 99.63 367.99

Total 3,307.81 99.75

Table 3. Average Decision-Making Time According to Type of Present Position Symbol Size (Avg, Average; df, Degree of Freedom; 
sig, Significance Probability)

Type of Fastest Evacuation Route Avg. Decision Making Time (ms) FR (%)
Kruskal-Wallis Test

Mean Rank df sig

Type 1 4,966.89 94.17 393.57

2 0.000
Type 2 3,886.63 94.17 290.65

Type 3 4,307.53 93.75 397.29

Total 4,387.01 94.16 　

Table 4. Average Decision-Making Time According to Type of Fastest Evacuation Route (Avg, Average; df, Degree of Freedom; sig, 
Significance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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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ruskal-Wallis 검정 결과 

최적경로의 표시방법에 따른 의사결정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평균순위는 ‘유형 2’에

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p = 0.000). 각 유형별 차이를 살펴

보면 ‘유형 1’과 ‘유형 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며(p = 1.000), ‘유형2’는 ‘유형 1’과 ‘유형 3’ 모

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0). 

즉, 최적경로의 표시는 ‘유형 2’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의사결정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 피난안내도 작성기준의 수립의 기

초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관련 법규고찰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스마트폰 피난안내도 구성요소를 도

출하였으며, 이 중 ‘화재발생위치’, ‘현재위치’, ‘최적피난

동선’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후 변수의 표시방법의 유형 

및 크기에 따른 의사결정시간을 분석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재발생위치’ 표시방법의 유형에 따른 의사결정시간은 

KS ISO 7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유형에 대해 유의

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크기에 따른 의사결정

시간도 100% - 300% 범위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

지 않았다.

‘현재위치’ 표시방법의 크기는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의 

범례의 300%로 제시할 때 그 의사결정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최적피난동선’의 표시방법은 진한 녹색의 피난경로로 

제시할 때 그 의사결정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실험을 통해 스마트폰 피난안내도 구성요소

별 의사결정시간 분석을 통해, 향후 스마트폰 피난안내도 

작성기준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데이터를 

제공하였다는 그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피실험자의 성별 및 나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

지 못하였으며, 또한 1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였기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스마트폰 성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지 못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개

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의사결정시간이 실제 피난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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