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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물인터넷과 미디어

산불 재해 감시를 위한 IoT 기술

□ 고병철 / 계명대학교

Ⅰ. 서 론

산림과, 인명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
다. 하지만 산불은 초기감지가 빠를 경우 진화가 쉽

최근 지진, 해일, 태풍,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

고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육안으로 감

의 빈도와 횟수가 증가되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자

지하던 고전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최근 10여 년 동

연재해의 가장 큰 원인을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안 각종 센서를 이용한 화재감지 기술이 연구되어

엘니뇨, 라니뇨 등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러 가지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센서 네트워크기술을 확

자연재해 중에서 산불의 경우 인적이 없는 산림에

장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기술을

서 발생함으로 초기 발견이 어렵고, 확산될 경우 대

활용하여 산불을 초기에 감지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규모의 인적,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 중

진행되고 있다.

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산불 감지를 위한 최근의 IoT연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매년 건조한 날씨 때문에

관 기술들을 소개하고 기존 센서 기반의 감지방

산불이 자주 발행하는 지역으로 2015년 6월에도 고

법의 단점을 개선하여 향후 개발되어야 할 바람

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샌버나디노 국유림을 비롯

직한 산불감지 시스템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 산악 지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

한다.

생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1만1천 에이커(44.5㎢)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IoT센

가 소실되었다[1]. 국토의 70%이상이 산으로 이루

서 기반의 산불 화재 감지 연구현황과 이를 활용한

어진 우리나라도 매년 산불로 인해 수만 ha 면적의

산불 감지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한다. Ⅲ장

2015년 7월 91

02_1본본:02본본 15. 8. 5. 본본 10:12 Page 92

328 특집 : 사물인터넷과 미디어

에서는 인공위성 센서를 이용하여 산불을 감지하는

Sensor Network)로 구성된 산불 감시 시스템을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기존 IoT센서

제안하였다. 센서들을 광범위한 산림에 전체적으

기반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를

로 고르게 감시 시스템이 분포되도록 일괄적으로

이용하여 산불을 자동 감지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살포하고 그 장비들이 스스로 통신을 하여 산불이

설명한다. Ⅴ장에서는 각 센서들의 장단점을 정리

발생할 때 바로 소방서로 알려주도록 시스템을 구

하고 산불감지를 위해 각 센서들과 알고리즘들이

성하였다. USN은 산불감지를 측정하는 노드로서

어떤 방법으로 결합되어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

온도와 가스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센서 노드와,

시한다.

센서 노드에서 감지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종합하여 전달하는 싱크 노드, 싱크노드에서 데이
터를 가져와 산불감지를 하는 사용자 노드를 포함

Ⅱ. IoT 센서기반이 산불 화재 감지
연구 현황

하며, 각 노드 간에는 mesh(그물망)을 이루어 각
각의 센싱 값(불의 온도, 센서의 번호, 버전)을 전
달하게 된다. 여기서 센서 간에 양방향으로 센싱

산불은 그 특성상 불꽃이 발생하기 전에 연기가

한 값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을 감지한 센

발생함으로 산불의 조기 화재를 위해서는 연기를

서가 그 값을 가지고 주변의 다른 센서들에게 값

감지하는 센서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대

을 넘겨주게 되고 이를 반복하여 최종단계인 산불

부분의 화재 감지 시스템은 광학(optical)센서와 이

관제 시스템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

온(ion)센서를 통해 연기를 감지하고 적외선

였다.

(Infrared) 센서를 이용하여 불꽃을 감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Twente대학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연구

광학센서는 광원에서 광센서에 빛을 비추다가 연기

실에서는 스마트 더스트(smart dust)라는 센서를

가 빛을 차단하면 이에 광센서가 반응하여 연기를

활용하여 산불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탐지하는 방식이다. 이온 센서는 탐지기 속에 연기

[4]. 스마트 더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크리

입자가 들어오면 이온들을 끌어당기게 되어 흐르는

스 피스터 교수가 개발한 1~2mm 크기의 초소형

전류가 약해지는 효과를 통해 연기를 감지한다. 불

센서(<그림 1> (a))로 크기는 먼지처럼 작지만 컴

꽃 감지를 위한 적외선 센서는 불꽃에서 감지되는

퓨팅 능력과 양방향 무선통신 기능 및 태양전지

열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센서

등의 전력 공급장치를 탑재하고 있음으로 여러 개

들은 실내 환경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산과

의 스마트 더스트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

같이 넓은 영역의 공간에서는 연기나 열이 특정위

호 통신과 정보교환이 가능한 센서를 말한다[5].

치에서 가동 중인 센서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 1> (b)와 같이 스마트 더스트를 광범위한

감지가 늦어지거나 오 감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

산악지역에 설치하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

다[2].

의 스마트 더스트 센서 뿐만 아니라 중앙의 서버

이러한 센서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
대학교의 이준화 등은[3] USN(Ubiquitous

92 방송과 미디어 제20권 3호

에 이상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산불의 감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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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스마트 더스트를 이용한 산불감지 시스템. (a) 스마트 더스트 센서 (b) 스마트 더스트 설치 방안

The Forest Wizard 장치를 활용한 산불감지 시

등을 예측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구

스템 [6]은 스마트 더스트 기반의 산불 감지 시스템

체적으로 시스템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계가 되

과 유사하게 Forest Wizard 센서를 광범위한 산악

었는데, 첫 번째는 <그림 2>와 같이 센서가 연기를

지역에 배치시켜 산불을 감지하지만, 단순히 산불

감지하여 화재의 위치를 추정하여 산불 진화를 위

을 감지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산불의 크기, 대

한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고, 두 번째는 센서의 감도

피 및 진압을 위한 최적의 경로, 화재의 이동 방향

에 따라 산불의 크기를 추정하는 기능이다. 세 번째

The 3 main functions of FOREST WIZARD
Location of an Origin Fire.

Intensity of a Fire.

Direction of a Fire.

Slight Forest Fire
Destroy forest area <1
hectare.

Moderate Forest Fire
Destroy forest area ≥1
hectare, <100 hectare.

Heavy Forest Fire
Destroy forest area ≥ 100
hectare, < 100 hectare.

Extreme Forest Fire
Destroy forest area ≥
1000 hectare.
The Most Efficient Distance to Relief

(a)

Direction of a Fire.

(b)

<그림 2> The Forest Wizard를 이용한 산불감지 시스템 (a) Forest Wizard 센서 (b) 스마트 더스트를 활용한 산불 화재 감지, 위치 파악, 확산 방향 파
악을 위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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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화재의 진원지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화재가

감지를 위해서 CCD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영상

확산되고 있는 지를 추정하는 기능이다. Forest

을 분석하여 연기를 감지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wizard 센서는 태양열을 이용하여 자체 충전하도록

있다.

설계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센서 기반의 산불감지 시스템들
은 매우 정확한 산불감지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해 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

Ⅲ. 인공위성을 이용한 산불 화재
감지

있다.
지구궤도를 이동하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
① 비용: 산불감지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을 이용하여 넓은 지역의 산불을 감시하는 연구

센서를 설치해야 함으로 초기 설치비용과, 오

는 매우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초기 연구는

작동이나 고장을 체크하기 위한 유지한 비용

단순히 인공위성이나 항공영상에서 촬영된 영상

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

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법이었지만 최근에는 인

② 전력: 전통적인 이온 센서, 광학센서, 적외선

공위성과 항공기에 다양한 광학센서를 부착하여

센서를 비롯하여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스

특별한 스펙트럼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분석하여

마트 더스트등의 센서들은 공통적으로 자체

자동으로 산불을 감지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배터리와 이를 충전시키기 위한 집열판을 갖

지고 있다.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산

추고 있다. 하지만 산림이 울창한 지역에서는

불을 감시할 경우 센서 기반의 방법에 비해 적은

나뭇잎 등에 의해 집열판이 가려질 수 있고,

비용으로 넓은 지역을 감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장마철에는 배터리가 방전될 위험이 크다. 이

있다.

를 위해 저전력을 사용하는 센서 들이 개발되

산불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고 있지만 여전히 배터리 방전 문제는 센서를

에 장착된 근적외선(Near Infrared) 및 열 영상 카

사용한 산불감지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점

메라(Far Infrared)를 장착하고 지상으로 전송된

이다.

영상을 분석하여 산불을 감지한다. 주로 사용되는

③ 오작동: 기존의 전통적인 센서 기반의 산불화

방법은 각각의 센서에서 촬영된 영상을 영상처리를

재감지 기술은 고장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잘

통해 분석하고 열 온도가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못된 알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센서 정보만

으로 높은 영역을 산불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판

으로는 오작동인지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사

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람이 현장에 가서 직접 육안관찰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는 넓은 지역을 동시에 감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동시에 존재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센서 기반 산불 감지 시스템
들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연기

94 방송과 미디어 제2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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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 대기간섭에 의해 지표면 방사정보가 잘못 입력된 경우 [7] (a) 구름이 적을 경우 산불 예상 핫 스팟 영역 (b), (c) 구름에 의해 산불 예상 영역
이 가려진 경우

대기 상태가 좋을 경우는 박스로 표시된 핫
스팟(hotspot)영역이 쉽게 감지가 가능하지만

Ⅳ. 카메라센서 기반의 화재감지
연구

<그림 3> (b)나 (c)와 같이 구름이 끼었거나 대
기 오염 물질이 많은 경우 정확한 지면 방사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일반 센서들과 인공위성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산불감지를 위해서는

② 주기: 산불 감지를 위해 발사된 대표적인 인공

현재 대부분의 산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감시용

위성인 AVHRR(Advanced Very High Re-

CCD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영상을 분석하여 연기와

solution Radiometer)와 MODIS(Moderate

불꽃 모두를 감지하는 방법들을 연구함으로써 산불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의

감지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추가 장비 설치를 위한

경우 2일의 주기마다 영상을 전송받게 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카메라를 이용한 산불 감지

이럴 경우 실시간으로 산불 화재를 감지할 수

시스템의 경우 오 감지가 발생하더라도 사람이 직

없는 문제점이 있다[8].

접 모니터를 통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화재 여

③ 해상도: 인공위성이나 항공영상의 경우 넓은
영역을 감지해야 함으로 전송되는 영상의 해

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음으로 효율적일 뿐 아니라
감시를 위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상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산불감지를 위한 CCD카메라는 <그림 4>와 같이

MODIS위성의 경우 최대 240m의 해상도를

주로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설치되어 주변 산을 실

가지며 지질 탐사 및 해양 오염도 등을 측정하

시간으로 감지한다. 산불은 불꽃보다도 연기가 먼

기 위한 다목적 위성인 LANDSAT(Land

저 발견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주간에는 주로 연

Satellite)위성의 경우도 30m의 해상도를 갖

기로 산불을 감지하고 야간에는 불꽃으로 산불여부

는다. 따라서 이러한 위성영상을 사용할 경우

를 판단한다. 카메라에 입력된 영상은 컴퓨터 비전

초기의 작은 산불 화재를 감지하는데는 한계

기술을 통해 산불과 구름, 안개들로 구분할 수 있는

가 있다.

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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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카메라 기반 산불화재 감시를 위한 감시탑 (a) [9] 및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산불 감지 결과 (b) [10]

① 배경 모델링을 이용한 움직임을 갖는 불꽃이
나 연기 후보 영역을 검출
② 색상 모델을 이용하여 불꽃이나 연기 영역검출

로 확산되는 경향을 가짐으로 불꽃 영역에 대한 크
기와 모양변화를 시간축상에서 분석하여 가로등,
항공기 유도 등과 구분할 수 있다[11].

③ 후보영역에서 색상, 모양, 질감, 모션 정보 등
의 특징 검출
④ 패턴 분류기나 인공신경망 등을 이용하여 최

Ⅴ. 향후 연구방향

종 불꽃 및 연기 영역을 검증
지금까지 다양한 IoT 센서들과 인공위성, 카메라
인공위성 영상 분석은 주로 정지영상을 이용하지

센서들을 이용한 산불 감지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

만 카메라로 입력된 영상은 동영상임으로 이를 활

았다. IoT 센서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을 실시간으

용하여 연기의 움직임이나 불꽃의 변화를 통해 보

로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에 비해, 충전

다 정확한 산불 감지가 가능하다. 주간의 연기는 안

및 고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인공위

개나 운무, 구름 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짐으로 연기

성영상의 경우 넓은 지역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의 특성인 상승 모션과 질감의 불규칙성을 파악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기상태에 따라 정보의 손

기 위해 시간축상으로 프레임을 누적시키고, 시공

실이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촬영주기 때문에 실

간적 특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최종 산불 여부를 검

시간 영상을 획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카메

증한다. 야간에는 연기 대신 불꽃을 감지한다. 불꽃

라 기반의 경우 산 정상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입

은 원거리에서 촬영됨으로 움직임이 작은 특성을

력된 영상을 분석하여 산불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가지지만, 불꽃 영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으

정상적인 날씨에는 비교적 정확성이 높지만 안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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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의해 오감지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감시 범

백양산 정상과 백양산 숲길에 설치된 스마트 모바

위가 4~5킬로미터로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

일 산불예방시스템 ‘산불 지킴이’[12]는 높이 4m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센서들은 많

나무기둥에 태양전지판, 건전지, 감지센서, 조명,

은 장점이 있지만, 반면 개별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

고화질 블랙박스, 무선영상전송장치, 스피커, 마이

음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서들을 결합하여 사

크를 결합하여 구성되었다. 이 시스템에서는 카메

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IoT센서들의

라 영상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화재를 감지하고, 센

경우 고장으로 인한 오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서를 통해 사람이 제한된 시간에 산에 있는지를 확

으로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고장에 의한 오작

인하여 영상을 관리자에게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하

동 여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의 경우

는 제한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센서

습도 센서 등을 활용하여 구름 등에 의해 오감지가

들이 추가되고 컴퓨터비전 기술을 적용한 지능화된

발생하더라도 습도 정보를 결합하여 오 감지를 방

알고리즘이 결합된다면 스마트 산불 감지 시스템의

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 시스템들은 현재 실험적

구현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으로 개발되어 일부가 실제 운영 중에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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