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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화재 감시 시스템은 보통 연기, CO 혹은 온도와 온도의 변화량을 가지고 화재 여부를 판단하

였다. 대부분의 각각의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가지고 미리 설정한 값과 비교하여 기준을 넘었을 경우

에 화재라고 결정한다.건물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기와 고열로 인하여 접근이 어려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경우에 화재 감시반 센서모듈을 통하여 고열과 가득한 연

기로 인한 내부 환경을 판정하여서 화재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1. 서론

형식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재의 특정 패

턴들의 특징을 찾아 분석하고 규칙베이스를 구축함

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더욱 향상 시킨다. 화재의

레벨을 3단계(정상, 주의, 위험)로 나누고, 각 단계별

로 훈련 데이터를 FCM(fuzzy C-means clustering)

에 의해 규칙화 하여 추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화재의 상황판단이 인지능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판단하여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재의 상황판단

은 이미 기계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재

의 등급 판정도 기계적인 센서의 판단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계적인 인지 시

스템의 도입이야 말로 화재 감시 시스템을 기계화

하는 추진과정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겠다

2. 화재 감시 단계 

본 연구에서는 화재의 레벨을 3단계(정상,주의,위험)

로 구분하고 각 특징의 조합으로 화재 레벨을 판단

한다. 퍼지 규칙을 결정하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들

을 위험 레벨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한다. 각 그룹

의 데이터들을 FCM(Fuzzy C-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한 규칙화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규칙화

한다. 각 그룹의 규칙들은 각각 다른 화재 레벨을

출력한다. 결국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각각의 위험

레벨을 표현하는 퍼지 규칙 및 소속함수를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자가 데이터로 부터 주관적으

로 퍼지 규칙을 설계할지 않고, 데이터의 분포특성

에 따른 객관적 규칙을 자동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화재 특징에 대해서만 종속적이지 않고

여러 인자들 간의 관계성까지 고려한 화재 상황에

대한 판단 규칙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사람이

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패턴도 클러스터링을 통해

모델링이 가능하다.

3. 퍼지논리제어기

퍼지 논리 제어기는 퍼지추론 시스템(FIS)을 만들기

위해 퍼지 규칙기반(Fuzzy-rule-based)에 근거를 두

고 있다. 일반적으로 퍼지 추론 시스템은 입력 벡터

가 X=Xi, i=1······n인 블랙 박스로서 설명이 되어지

고 출력 벡터는 Y=Yi,i=1······m인 블랙 박스로 설

명되어진다. 이 시스템에 있어서 퍼지 추론 연결 장

치(Interface)는 입력을 언어값의 정도(degree)로 변

형 시킨다음 의사 결정 단위는 규칙 기반을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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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단위로써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비퍼지화 연결

장치는 일반 집합 출력을 내보내는 추론의 퍼지 결

과를 변형시킨다.

[그림 1] 퍼지추론 시스템

퍼지 추론 형태에 의존하여 퍼지 if-then규칙이 적용

된다면 퍼지 추론 시스템은 다음 3가지 형태로 구성

되어진다

1. 출력 멤버쉽 함수는 일관적으로 서술 되어지지않

고 멤버쉽 함수값은 이것의 전체 출력값이다.

2. 퍼지 출력의 전체는 퍼지 출력의 최대값(MAX)이

다. 최종의 일반 집합의 출력은 중심 영역과 2분 영

역(bisector)의 가운데 값이다

3. 각 규칙의 출력은 일반값을 합한 선형조합 값이

고 최종 일반 집합의 출력은 각 규칙의 출력의 비중

값이다

본문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퍼지시스템 가운데 2번

째 퍼지시스템의 기준을 두어 제작하고 그것의 결과

는 3가지 퍼지 시스템의 형태에도 널리 확장되어질

수 있다.퍼지논리 시스템은 U⊂Rn에서 R까지 사상

되어진다. 우리는 그림 1의 4개의 블록을 아래와 같

은 식으로써 설명하고자 한다. 퍼지 규칙 기반은

IF-THEN 규칙의 집합으로써 이루어 졌다.

Ri : IF(xi is F i
1 and ... xn is F i

n ) THEN y is Gi (1)

여기서
-
x

=(x1,...xn)
T
∈U 그리고 y∈R은 퍼지논리

시스템의 각각 입력,출력이다. F i
1와 Gi는 R집합내

의 퍼지 집합 Ui의 구성원을 나타낸다. (1)식의 각

퍼지 규칙은 퍼지 추론 F i
1×....×F i

n→G
i
를나타

내고 이것은 U × R공간내에 정의되어진다. 많은 퍼

지 추론 규칙이 퍼지 논리식에서 제시되어진다. 우

리는 퍼지 추론의 곱셈 기능을 다음과 같이 사용한

다.

μ F 1
i ×....×F i

n→G
i( -

x
,y)= μ F i

1

×....×F i
n(

-
x

)μ i( y)
G (2)

여기서 μ F 1
i ×....×F i

n(
-
x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진다

μF i
1×....×F i

n(
-
x

)= μ F i
1(x1) *

...* μ F i
n (Xn) (3)

여기서 기호 *는 t노름을 표시한다.이것은 and와 연

결되어진다. 우리는 대부분 t-노름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u * v=min(u,v)

4. 구현 내용 및 방법 

화재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크

게 화재 감지기(센서)를 통해 획득되는 센서데이터

(Co,Co2,습도,온도)가 있고, 센서의 동작 및 화재의

영향을 줄수 있는 환경변수(날씨정보.기온,습도등)정

보을 이용하게된다. 화재 상황 인식 시스템은 퍼지

추론 모델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규칙

및 소속 함수의 초기 설계는 기존의 시스템 설계자

에 의해서 구현하는 겅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를

FCM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클러

스터링의 결과를 이용하게 된다. FCM을 통해 입력

공간을 분할하게 되는데 입력 공간은 클러스터의 수

만큼 자동적으로 분할하게 된다. 또한 클러스터의

수는 퍼지 규칙의 수와 동일하게 된다

5. 운영 방법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소속 함수와 규칙이 결정이

되면 센서와 환경변수에 대해서 실시간적으로 입력

을 받아 화재상황 인식시스템으로 전달이 되고 추론

엔진을 통해서 화재의 위험에 따른 레벨 값으로 출

력하게 된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화재의 위험도에

따른 상황을 3단계로 나누어 놓았다. 정상은 화재의

위험이 지극히 낮은 경우이고 주의는 화재발생의 위

험이 존재함으로 관리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고

위험은 실질적인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6. 모델 성과물 

  FCM의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화재상황을 판단

하기 위한 시스템의 규칙과 소속함수를 생성하기 위

해서 화재와 관련이 있는 유클리지역 화재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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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며 산불과 관계있는 요인 인자로 이루어진 80

개의 데이터 셋을 실제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에서

는 산불이 일어난 영역의 크기(ha)를 화재 단계를

나누는 기준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선별

하였다. 다만 영역의 규모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데

자연로그(ln(x))를 취한 정규화 과정을 거쳐 변환시

켰다. 이후 데이터 화재의 위험, 주의, 정상 단계별

로 FCM을 적용하기 소속함수와 규칙을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된다.

7. 결과

인지시스템의 처리과정을 산불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로 인식하는 상황을 구현하여 실제 데이터와 인

지시스템을 사용한 데이터로 규칙화 하는 단계사이

의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다. 실제상황에서 인간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지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

법은 전문가 시스템에서만 알아볼 수가 있다. 이를

통하여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의 활용방안을

알아보고 실제로 전문가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는 실

용적인 퍼지 규칙의 테이블(table)화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실요적인 퍼지 규칙의 데이터 베이스화

를 실현하는 단계를 구현하여 볼 수 있다. 화재 시

스템과 정상적인 인지시스템과이 차별성을 알아볼수

가 있고 이를 통한 퍼지이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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