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VER
화재사고 예방 〮 대처 시스템

2018 플렉시블 실감형 디스플레이 챌린지

정봉조 박진혁



아이디어 배경



출처 : 제천 화재 사고 기사 (서울 신문 2017.12.22 )
군산 화재 사고 기사 (한겨레 2018.06.18 )

“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을 야기합니다.”



출처 : 소방시설 기사 (한겨레 2018.02.13 )
안전불감증 기사 (제민일보 2018.06.21 )

“잇따른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한 사고 예방과 사람들의 인식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 화재사고를 예방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U-SAVER를 소개합니다.

〮 입구, 비상구 등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접근성에 용이한 제품입니다.

1. 생활 정보 제공

평상 시 곡면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날씨, 시간, 습도 등 정보를 제공함

2. 소방 시설 미흡 경고

소방 시설의 상태를 나타내어 점검에
도움을 주고 화재 대비의 미흡함을
누구나 인지 할 수 있도록 경고함

3. 대피 용품

분리 되는 SAVER를 휴대하여 화재 대피 시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1. 평상 시

건물 내 벽, 비상계단, 출입구에 설치되어
디스플레이를 통해 날씨, 시간, 습도 등의
생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소방시설과 연결된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아 상태에 대한 경고와 점검 시

관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화재 시

건물 내 센서가 화재를 인지하면
경고 화면과 함께 경보음이 발생합니다.

분리되는 제품을 휴대하여 대피 시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화재 시 (분리된 SAVER)

디스플레이에 화재가 발생한 층과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탈출에
도움을 줍니다.

대피 시 손목에 착용이 가능하고
내장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화재 시 (분리된 SAVER)

내장된 전화 or 무전기능을 사용하여 구조자
가 신속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손수건(하단)과
라이트(상단)기능을 대피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OS!



2. 화재 시

대피자는 전화 or 무전기능을 사용해 119와 연락이 가능하고

119는 수직 위치 추적 기능으로 대피자의 위치와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센서
〮 건물 내 화재 감지 및 소방 시설 상태의
정보를 얻어 제품에 출력을 위한 장치

디스플레이
〮 다각도로 정보를 주기 위한 반원형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홀더

〮 10개의 SAVER를 거치할 수 있으며, 
어느 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디자인

〮 센서와 정보 교류가 가능한 장비를 탑
재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및 경보기
에 신호 출력

〮 홀더의 돌출부분에 충전 시스템이 구
축되어 있어 SAVER의 충전이 가능하게
함.

마이크, 스피커
〮 전화 or 무전을 위한 장치

구조물품 보관함
〮 화재 시 필요한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 ex) 손수건

라이트
〮 밀폐, 암전 등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라이트 기능

충전단자
〮 홀더에 거치했을 때 충전이 가능한 장치

하드웨어
〮 배터리, GPS, 무전 기능과 홀더로부터 받는 각종 신호를
디스플레이로 출력하는 하드웨어가 빈공간에 설치됨

Stretchable 구조
〮 손목에 휴대가 가능하도록
빨대의 주름처럼 늘어나는
주름 PVC를 사용

Zoom



〮

〮

〮 소방시설 정보 수집 기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 반원형 제품 디스플레이에 적용

〮 휘어짐의 특징을 살려 손목에 착용가능

〮 수직 위치 추적 기술

〮 소방관이 대피자들의 층별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

〮 구조 시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
록 도움을 줌



Simple

손쉬운 설치 및 사용 방법으
로 위급상황 발생 시 접근성
이 높을 것입니다.

Warning

자주 이용되는 동선에 비치되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 줄 수
있으며, 주기적인 소방시설의 점검
으로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
니다.

Develop

단순한 디자인 및 설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소와 크기 변화를 통해 활
용도에 맞춰 유연한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Save

화재 발생 시 구조자의 대피와
신고를 돕고 119의 신속한 구조
로 인명피해를 줄일 것입니다.



Pack up your life!
“앞으로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