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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외선과 가시 선 이 를 이용하여 터 , 공항 등의 넓은 공간에서의 화재를 감지하기 

하여 연기검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연기검출 시스템은 외선 이  송수신기와 원거리에서 

외선 이  송수신 정합을 편리하게 하기 한 가시 선 이  그리고 화재 경보를 하기 한 Zigbee 

무선통신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외선 이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연기가 발생하면 수신 신호의 크기가 

기 값보다 작아지기는 것을 확인하고 연기를 검출한다. 외선 이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송신 측의 작은 변화에도 수신측에서는 상당히 큰 변이가 생겨 신호를 정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 역 연기검출을 하여 외선 이 를 이용하고 효율 인 정합을 하여 가시 선을 이용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연기가 감지되면 Zigbee 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경보를 달하는 연기검출 시스

템을 개발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moke detection system in order to detect a fire in a wide space, such as tunnel, airports using 

infra-red and visible laser. The proposed smoke detection system is composed of infra-red laser transmitter and receiver, visible 

laser and Zigbee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A visible laser is used to match transmitter and receiver and Zigbee network is 

utilized to propagate warnings of fire. If smoke is appeared between transmitter and receiver, received signals are decreased and it 

can be considered as occurring smoke. As IR laser transmitter and receiver are separated by long distance, it is difficult to match 

due to large variations caused by small change of direction. In this paper, it is proposed to match effectively using visible laser. 

When smoke is detected, warning informations are propagated by Zigbee network in the developed smoke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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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의 발 과 더불어 규모 인원이 주거용 는 

업무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고층 공동주책과 같은 

형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 을 때, 신

속한 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막 한 인명과 재

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형 건물 등에는 화재를 

감시하는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1]. 이러한 화

재경보기는 화재 검출기로부터 화재가 검출되는 신호

가 입력되면 경보를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종래의 화재감지기와 설비

들을 원격지에 설치된 단말기 통신에 의하여 화재를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2-6]. 

화재가 발생하여 확산되면 인 ․물  피해가 심각하

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검출하여 응하는 것이 필

요하다[7]. 

특히, 우리나라에서 터  내 사고 비 화재사고 

비율은 2008년 17.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터  

내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와 후속 차량 탑승

자의 형 인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터  내 화재사고의 신속한 감지와 조기 응, 인명 

구조 등에 한 책이 없을 때는 사고 확   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2006년 3월 소방시설 

설치 유치  안 리에 한 법률을 개장하여 지하

공동구에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무선통신 보조설비, 연

소 방지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 화재검

출을 한 센서는 온도 측정방법, 학 인 방법, 이

온식 그리고 이들을 조합한 혼합형이 있으며 보편

으로 연기감지 센서는 학  방법이 용되고 있다. 

학  방법은 디스크 모양의 라스틱 챔버

(chamber) 안에서 약 150 mm  25 mm 정도의 공

간에서 연기를 검출한다. 그러나 학  방법은 넓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기 해서는 다수의 

센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기가 상당히 확산되어야 

감지가 가능하다. 학 인 방법은 화재에 한 직

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작동이 많고 찰 역 

 범 가 한정 이며, 화재가 발생하 을 때 즉각

인 상황 가 되지 않는다[7]. 조기 화재검출을 하

여 상기반의 연기 검출알고리즘이 제안되기도 하

다[8,9].

본 논문에서는 터 , 지하철, 공항, 지하주차장 등

의 넓은 공간에 용할 수 있는 외선 이

(Infra-red laser) 화재감지시스템을 제안한다. 외선 

이 는 넓은 공간으로 확산되는 연기를 감지하는데 

효과 이다. 가시 선 이 (Visible laser)를 이용하

여 원거리에 치한 외선 송신기와 수신기를 정합

(matching)을 효과 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경보 

를 하여 Zigbee 무선통신기술을 용한다.

Ⅱ. 외선 이  연기 검출시스템 설계

제안하는 외선 이 를 활용한 연기검출 시스템

에 한 개념은 그림 1과 같다. 외선 송신기와 수신

기로 구성되어 송신기의 외선 출력 신호를 수신기

에서 수신하는 구조이다. 화재에 의하여 연기가 발생

하면 수신기의 외선 수신 신호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연기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외선 이  연기검출 개념도
Fig. 1 Concept of smoke detection with infra-red laser

기존의 연기 검출기를 터 과 같이 넓은 공간에 

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수의 연기 검출기를 설치하여

야 하며, 연기가 연기 검출기까지 확산되어 검출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본 논문에서는 터 과 같은 넓은 공간에 그림 1과 

같이 이  송신기과 수신기를 설치하고,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연기가 발생하면 경보를 발생하면 연

기를 검출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그림 1과 같은 방식

은 연기 검출 방식에서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

리가 멀기 때문에 송신기 는 수신기의 미세한 각도 

변화가 생겨도 송신기와 수신기 정합되지 않을 수 있

다. 외선 이 는 원거리에 하여 확산되어 송신

기와 수신기의 정합이 다소 용이하지만, 기 설치시 

치와 송수신기의 각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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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 설치  바람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하여 송수신기가 정합되어 있지 않을 때, 송신기와 

수신기에 가시 선 이 를 같이 설치하여 보다 효

율 인 정합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외선 이  연기 검출시스템 

구성과 검출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가시 선 이

를 이용하여 치와 방향을 결정하고, 외선 송수신

기에서 외선 이 를 송신하도록 하고, 수신기를 

미세하게 팬/틸트를 조정하여 연기가 없는 상태에서 

수신감도가 최 값이 되도록 방향을 조정하여 설치한

다.

그림 2. 역공간 연기 검출시스템의 구성도
Fig. 2 Configuration of smoke detection system in the 

wide space

Ⅲ. 외선 연기 검출시스템 구

3.1 외선 이  송수신기 구

그림 3과 4는 개발하는 외선  가시 선 이  

송신기와 수신기의 구조이다. 송신기는 마이크로콘트

롤러(MCU, Micro-controller unit)와 이  드라이  

회로로 구성된다. 외선 이 는 연기를 검출하는데 

사용되며, 송신기의 신호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신

기에서 수신한 신호의 변화량에 따라 연기 발생 여부

를 단한다. 가시 선 이 는 원거리에 치하는 

송신기와 수신기를 효율 으로 정합하고, 검출 범 를 

확인하기 하여 사용된다. 100 m, 정도의 원거리에 

설치되는 외선 이  송신기와 수신기를 정확하게 

정합하기 해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차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편한 을 해결하기 하

여 외선 이  송신기와 함께 가시 선 이 를 

으로 직  확인하면서 설치함으로써 보다 효율 으

로 설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한 

Zigbee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연기 발생 상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Zigbee 무선통신 모듈은 IEEE 

802.15.4 표 에 맞는 로세서를 선정하여 설계  

제작을 하 다. 2.4GHz RF 송수신 주 수 사용하고 

31.25kbps에서 1Mbps 까지 가변 데이터 송이 가능

하다. 송신기에는 외선과 가시 선 이 를 구동하

기 한 구동회로가 있다.

그림 3. IR  가시 선 이  송신기 구조
Fig. 3 Structure of transmitter of IR and visible laser

수신기는 외선과 가시 선 이 의 수 센서와 

잡음을 제거하고 신호를 증폭하는 신호컨디셔닝회로 

그리고 AD변환회로로 구성된다. AD변환회로는 

MCU에 의하여 제어된다. 외선 이 는 Thorlab 

사의 L980P010 외선 이  다이오드를 사용한다. 

L980P010는 정격 장은 980nm이며, 출력 력은 

10mW 이다. 

그림 4. IR  가시 선 이  수신기 구조
Fig. 4 Structure of receiver of IR and visible laser

외선 이  수신용 센서는 Thorlabs 사의 

FDS010을 사용한다. 수신 장 범 는 200～1,100nm 

이며, 피크 장은 730nm 이다. 최  바이어스 압

은 25V 이지만, 12V를 사용한다. 검출기의 회로는 

그림 5와 같다. 회로도에서 PD1이 FDS010 포토 다이

오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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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검출기 회로
Fig. 5 Circuit of photo detector 

3.2 연기검출 과정

송수신 거리에 따라서 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입

력신호의 최 값과 재 입력값의 차를 구하고, 이 값

이 설정한 임계값 이상이 되면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 

그림 6. 연기검출을 한 흐름도
Fig. 6 Flow chart of smoke detection

한, 먼지 는 자동차 매연 등에 의하여 오염되

어 신호가 감쇄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 값을 지속

으로 갱신한다. 연기를 검출하는 과정은 그림 6의 흐

름도와 같다. 설치 는 교정시 가시 선 이 를 이

용하여 치와 방향을 설정하고, 외선 이 신호의 

최 값을 설정한다. 외부 잡음 처리를 한 역통과

필터링은 식 (1) 과 같다.

  (1)

는 외선 이  신호이고, 는 역통과

된 입력신호이다. 는 역통과필터링을 한 계수로

써 0.9에서 1사이의 값으로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0.98로 설정하 다.

최 값, max와 재 입력 의 차이가 임계값   
이상이면,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먼

지 는 자동차 매연 등에 의하여 수신 신호의 변화

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 값 max를 식 (2), (3)과 같이 
조정한다.

  max (2)

max max  maxmax  ≥max
(3)

여기서, max는 최 값의 변화를 결정하는 임계

값이다. 식 (2)의 가 식 (4)와 같이 임계값,   

보다 크면,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는 연기를 검출하기 한 임계값이며, 는 

max와 같은 값을 설정하여도 된다.

Ⅳ. 실험결과  검토

송신기, 수신기 그리고 모니터링 PC 구성은 그림 7

과 같다. 송신기에는 외선과 가시 선 이 가 있

으며, 수신부에는 수 소자  앰 회로부와 수신신호

를 AD변환하여 Zigbee 무선통신네트워크로 송을 

할 수 있다. 모니터링 PC에는 Zigbee 통신모듈을 

USB로 연결하여 수신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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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외선 이  연기검출 시스템 구성
Fig. 7 Configurations of IR laser smoke detection 

system.

LabVIEW를 이용하여 그림 8과 같이 모니터링 

로그램을 구 하 다. 수신기의 수신 신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수신 데이터를 그래 로 표시하고 임계

값보다 클 경우에는 경고를 표시한다. 송신부와 수신

부 사이에 인 인 연기를 발생시켜 실험을 한 결과 

연기를 정상 으로 검출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8. LabVIEW를 이용한 모니터링 로그램
Fig. 8 Monitoring Program using LabVIEW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넓은 역공간에서 효과 으로 연기

를 검출하여 화재를 조기 감지하기 하여 외선 

이 , 가시 선 이 , 그리고 Zigbee 무선통신시스

템으로 구성된 연기 검출시스템을 제안하고, 연기 검

출 성능을 확인하 다. 외선 이 를 이용한 연기 

검출에 있어, 먼지 는 자동차 매연 등에 의하여 송

수신기의 즈가 오염된 경우를 고려하여 연기를 검

출하는 방법도 제안하 다. 향후 외선 이 의 기

값을 설정하는 문제 을 개선하고 외부 향에 

하여 민감한 특성을 개선하여 터  내부에 용하는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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