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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를 사용한 발화점추적기반의

자동소방시스템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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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inguishing System Based on the Ignition Point Tracking 

using the Flame Dete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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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reduce the personnel and material loss caused by fire, we propose the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based on the ignition point tracking using the flame detecter. This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is composed of the flame detecting system and the fire 

extinguishing system based on the water cannon. We study the method for the ignition point 

tracking and the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using the water cannon and the flame detecter. The 

flame detecting system for the early fire detection and the ignition point tracking has to be 

satisfied the requirement of the detecting range and the flame detection time. So we study the 

signal process algorithm for an improvement of the flame detec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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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형의 상·공업장소나 재래시장,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 등에서의 화재위협은 항상 이슈가 되며 발

생빈도 또한 높다. 특히 화재진압이 어려운 대형건

물, 화재 시 위험물이 있는 주유소, 물류창고, 각종 

플랜트, 접근이 불가능한 지하통신구, 원자력 발전

소 등 화재위험구역에서 화재는 초기진압이 화재진

압과정에서 매우중요하다. 이러한 화재위험구역에서 

효과적인 화재진압과정으로 화재초기에 발화지점을 

포착, 발화지점에 소화약재를 방사하여 피해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1, 2]. 현재까지

의 화재감지와 소화시스템은 발화점인식과 소화과

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부족하다. 그리고 기존의 온도·연기감지

방식에 의존하여서는 단순상황인지만이 가능할 뿐 

발화시 위협정도와 발화점 파악, 원인분석까지는 요

원하다. 

현재 초기화재감지 방안으로 자외선센서나 적외

선센서를 사용한 불꽃감지기가 개발·상용화되고 있

다. 이러한 불꽃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적외선 

파장이나 자외선 파장을 감지함으로 빠른 감지속도

와 높은 감도를 가질 수 있다. 기존 불꽃감지기는 

고정된 형태로 제한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화재감지기의 연구방향은 화

재오인 오동작을 줄이고 감지영역을 넓히는 방향으

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화재진압장치는 스프

링쿨러를 이용한 방식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만, 발화점과 무관하게 소화약재를 방사하는 방식으

로 화재와 무관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위한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화재진압을 위한 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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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동소방시스템 구상도

Fig. 1 Design Diagram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포를 사용하여 화재위치에 자동화재진압을 하는 방

안이 연구되고 있다[3-6]. 

본 논문에서는 빠른 동작속도와 비 화재 오작동

을 줄일 수 있는 신호처리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초

기화재감지와 발화점추적이 가능한 화재감지시스템

을 설계하고 물대포를 사용한 화재진압장치와 결합

하여 화재범위에만 소화약재를 방사하여 화재로 인

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동소방시스템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자동소방시스템은 물대포를 사용한 화

재진압장치와 불꽃센서를 사용한 화재감지시스템을 

결합하여 발화점추적과 화재진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화재진압장치는 그림 1과 같이 소화영역 상부

에 설치하여 소화영역을 탐색하고 화재진압동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화재진압장치의 구동부는 360도

의 회전과 상·하 90도의 회전이 가능한 2상의 자유

도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화재발생 시 신속한 조기

대응을 위해 화재발생 30초 이내 불꽃감지 후 1분 

이내 화재진압동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그

리고 소방시스템은 높이 5m 위치 설치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평면 반경 30미터의 소방영역을 만족하기 

위해 화재감지거리가 40m가 되도록 한다. 자동소방

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구상도와 같은 형태로 

소화약재의 방출도관과 방출관, 노즐로 구성된 물대

포의 구조를 나타낸다. 방출도관과 방출관을 연결하

여 소화약재를 이동시킨다. 방출도관은 수평회전으

로 360도를 움직이며 방출관은 상·하 90도의 회전

각을 가지며, 회전속도는 10 deg/sec로 요구시간이

내에 소화영역에서 발화점을 찾는다. 소화약재가 방

사되는 노즐부분을 배관의 중심으로 설계하여 방사

에 따른 반작용 힘을 최소화한다. 

화재감지시스템은 자외선과 적외선 불꽃센서를 

사용하여 불꽃에서 방출되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감

그림 2. 자동소화시스템의 동작절차

Fig. 2 Process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지한다. 자외선센서는 암모니아, 수소, 황, 마그네

슘, 탄화수소를 포함한 화재에 대해 응답특성이 우

수하지만 태양에너지에 의한 반응으로 간섭을 일으

킬 수 있으므로 태양광차폐가 필요하다. 적외선센서

는 화재발생시 최대방사강도가 나타나는 약 

4.1~4.7㎛의 파장을 감지하며 태양에너지는 4.4㎛ 

파장대역에서 방사에너지가 낮아지므로 태양광에 

의한 오감지를 방지한다. 자외선센서의 높은 불꽃감

지성능과 감지거리가 먼 특성을 이용하여 1차 화재

감지를 위한 자외선센서모듈을 설계한다. 발화점추

적은 적외선센서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진압동작이 

자외선과 적외선센서가 모두 감지하는 조건에서 이

루어지도록 하여 비화재 오동작을 방지한다. 발화점

추적을 위해 적외선센서모듈은 수평방향을 검색하

는 모듈과 수직방향을 검색하는 모듈 2개를 사용한

다. 그림 2의 동작절차와 같이 1차 화재감지가 되

면 수평모터가 동작하면서 수평방향의 화재위치를 

적외선모듈에서 추적하도록 하고, 수평위치인식이후 

수직모터가 회전하면서 수직위치를 추적하여 발화

점추적을 완료한다. 발화점추적이 완료된 후 소화약

재를 발화점으로 방사하여 화재진압과정을 수행한

다. 

Ⅱ. 화재감지 신호처리알고리즘

발화점추적은 물대포의 회전운동 중에 발화점을 

인식해야하므로 빠른 화재감지속도가 요구된다. 그

리고 적외선센서의 감지신호가 약한 소화영역 가장

자리에서의 화재감지가 가능해야하므로 빠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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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화재측정신호

Fig. 3 Output signal of Flame Sensor(Nonfire)

그림 4. 40m 거리의 불꽃측정신호

Fig. 4 40m Flame Measuring Output signal of 

Flame Sensor

감지속도와 원거리에서의 화재감지성능확보가 필요

하다. 적외선센서를 사용한 화재감지에서 화재감지

속도와 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신호처리기법을 

제안한다. 화재감지모듈로 한 실제실험을 통해 데이

터를 수집하여 신호를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사용

하여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연구한다. 실험은 소방 

방재청에서 소방기구의 합격기준이 되는 N-햅탄을 

화원으로 한 불꽃높이 약 1m의 불꽃을 사용하여 

화재감지시스템의 성능을 실험한다[7]. 자외선센서

를 사용한 1차 화재감지는 40m거리에서 반복된 실

험에서 오작동 없이 인식한다. 적외선센서모듈의 실

험에서 비화재시 평상시의 노이즈에 따른 출력신호

의 추이를 확인하기위해 장시간의 데이터를 수집한

다. 그 중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선택

한다. 40m 거리의 불꽃은 N-햅탄의 발화시간동안 

측정한다. 적외선센서의 실험결과는 그림 3의 비화

그림 5. 비 화재 출력신호의 FFT결과 

Fig 5 Nonfire Output of FFT 

그림 6. 30m 거리의 불꽃측정신호의 FFT결과

Fig. 6 Output of FFT(30m Flame Measuring)

재 평상시 출력신호와 그림 4의 40m 거리에서 불

꽃의 적외선센서 출력신호를 보면 신호크기의 차이

로 구분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위 그림 3, 4의 출력신호 형태를 살펴볼 때, 

FFT를 사용하여 출력신호 주파수특성은 다를 것임

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5, 6,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출력신호의 주파수특성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보이는 FFT 윈도우크기는 4부터 

32까지 특성을 비교한 결과 윈도우크기는 16일 때 

윈도우크기대비 특성이 잘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

과를 사용하여 40m이상의 거리에서도 FFT결과 샘

플에서 특성을 사용하여 화재감지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파수특성을 확실히 찾기 위해서는 연

속해서 FFT윈도우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해야 화재

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기시

간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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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FT결과 비교

Fig. 7 The Comparison of FF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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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비화재와 화재시 PCA결과

Fig. 8 Result of PCA 

기위해 PCA 기법을 사용하여 화재감지 결정경계를 

정하여 대기시간을 줄여 화재감지속도를 향상시킨

다. 그림 7에서 주파수 특성을 잘 보이는 값은 2, 

3, 4, 14, 15, 16째의 샘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6개의 샘플을 특징점으로 선택하여 PCA 

결과를 그림 8에 보였다. 그림 8에서 x점들과 +점

으로 비화재와 화재일 경우로 나타내어 살펴보면 

결정경계가 뚜렷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로 윈도우크기16의 FFT와 PCA를 적

용한 신호처리알고리즘으로 빠른 처리시간과 향상

된 화재감지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Ⅲ. 하드웨어설계 및 구현

1. 화재진압장치

발화점에 소화약재를 방사하기위해 일정한 압력

에서 최대한 소화재를 직사할 수 있는 구조의 노즐

그림 9.  화재진압장치의 설계도(1)

Fig. 9 Design of Fire Extinguishing Apparatus(1)

그림 10.  화재진압장치의 설계도(2)

Fig. 10 Design of Fire Extinguishing Apparatus(2)

로 설계하며, 수평회전과 수직회전의 2축 운동에 적

합한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 합금소재의 방출도관

과 방출관으로 소화재의 방출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소화재 방출거리는 40m 방출량은 

200 L/min 이며, 소화재는 물을 기준으로 한다. 기

초 강도와 배관의 굽힘강도 등은 본 논문에서는 생

략한다. 구조는 그림 9, 10의 설계도와 같다. 모터

는 AC모터로 기어 헤드를 장착한 모델로 

K7RG15N를 사용한다. 토크는 1.3N·cm이고 15W, 

10rpm으로 양방향 회전이 가능하다. 그림 11은 구

현한 화재진압장치의 실사진이다. 

2. 화재감지장치

1차 화재감지는 자외선센서 UV Tron R2868모

델을 사용하여 불꽃의 자외선파장 185㎚∼260㎚에  

대한 민감한 감지를 하도록 한다. 자외선감지모듈은 

UV Tron R2868 자외선센서와 기존 상용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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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구현한 화재진압장치

Fig. 11 Implementation of Fire Extinguishing 

Apparatus

그림 12. 자외선감지모듈

Fig. 12 UV Sensing Module

그림 13. 적외선감지모듈

Fig. 13 Infrared Sensing Module

HAMAMATSU C3704보드에 신호처리위한 설계를 

추가하여 구현한다. 자외선감지모듈은 그림 12와 

같다.

적외선센서는 Perkinelmer사의 DigiPyro PYS 

3798모델을 사용한다. DigiPyro PYS 3798 센서의 

적외선감지 파장대역은 4.2㎛∼4.7㎛로 화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서 방사되는 전·후 파장대역

을 검출하여 실제불꽃과 유사한 빛이나 열이 발생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불꽃을 감지한다. 구현한 적

외선감지모듈은 그림 13과 같다. 

그림 14. 주제어보드

Fig. 14 Main Control Board 

그림 15. 자동소방시스템 구성

Fig. 15 Composition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3. 주제어보드

주제어보드는 화재감지장치의 출력신호처리와 

물대포 모터제어, 소화약재를 방사하는 화재진압과

정에서 필요한 제어과정을 담당한다. 주제어보드는 

ATmega128L8MU0640 MCU를 사용하여 그림 14

와 같이 구현한다. RS-485 통신과 ZigBee 무선통

신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이 가능하고 AC모터제어, 

모터접점제어, 솔레노이드 밸브제어, 펌프제어, 노즐

개폐모터제어, 화재감지신호처리의 동작을 수행하도

록 구현한다. 

4. 자동소방시스템

자동소방시스템은 그림 15와 같이 하드웨어적으

로 화재진압장치와 화재감지장치, 주제어보드로 구

성한다. 주제어보드는 화재진압과정에서 필요한 외

부장치인 솔레노이드밸브와 펌프, 전원에 RS-485

통신을 사용하여 제어신호를 전송한다. 그림 1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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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자동소방시스템 시제품

Fig. 16 Prototype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화재진압장치와 화재감지장치 그리고 주제어보드를 

내부에 장착하여 완성한 시제품이다.

Ⅳ. 결론

화재의 위협에서 조기화재진화와 화재진압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물대포를 사용한 화재진압장치와 화재감

지기를 결합한 발화점추적기반의 자동소방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상 자유도를 가지는 물대포를 활용하

여 발화점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에 맞게 화재감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화재감지영역이 회전축

의 동작에 따라 변하는 특성에 맞게 화재감지기의 

빠른 동작속도와 소화영역의 감지신뢰성을 확보하

기위해 신호처리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FFT와 

PCA를 적용하여 요구소화영역에서 물대포가 회전

하는 시간동안에 화재감지가 가능한 신호처리알고

리즘을 고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동소방시

스템으로 대형건물 또는 화재위험지역에서 조기화

재감지와 발화점추적을 통한 화재진압으로 인적·물

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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