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427

IR 레이저 기반 고정밀 자동 초점 정합장치 설계
전재환○, 김명호*, 김관형**, 오암석***

○*부산인적자원개발원
**동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동명대학교 미디어공학과

e-mail: kispkmh@naver.com*, jehanyyo@nate.com○, asoh@tu.ac.kr***, kimgh69@nate.com**  

Design of IR laser-based High-precision Automatic Focus 
Alignment

Jae-Hwan Jeon○, Myeong-Ho Kim*, Gwan-Hyung Kim**, Am-Suk Oh***

○*Busa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TongMyong University

***Dept. of Media Engineering, TongMyong University

● 요   약 ●  

화재발생 시 인명 안전을 위하여 초기의 화재감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기존 연기감지기의 경우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 작동

하기 때문에 비화재보의 우려가 높다. 특히 차량 매연도 연료가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이므로 차량정체 시 트럭 등에서 발생하는 

심한 매연에도 반응하여 오작동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존 화재감지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IR 레이저 기반 

연기검출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IR 레이저 기반 연기검출장치는 100m 거리가 이격된 레이저 발광부와 수광부 구조에 

따라 발광부 레이저광선의 각도변화에 따른 수광부 레이저 포인트 위치가 매우 민감하게 변화함에 따라 초기 레이저 포인트의 

초점을 정확히 정합하고, 이후 보정하기 위한 고정밀 자동 초점 정합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투광부와 수

광부를 분리하여 레이저 송신기, 수신기로 구성되는 고정밀 자동초점 정합장치를 설계하고자 한다.

키워드: IR 레이저(IR laser), 레이저(laser), 화재감지기(Smoke detectors), 초점정합장치(Focus Adaptor)

I. 서 론

화재발생 시 인명 안전을 위하여 초기의 화재감지가 매우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광범위의 폐쇄공간에서는 연기가 

감지될 때까지 설치된 감지기의 간격에 따라 적어도 수십 초에서 

수 분의 시간이 소모된다. 이에 최근 발화 초기에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 감지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연기감지기가 활용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기존 연기감지기의 경우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 

작동하기 때문에 비화재보의 우려가 높다. 이러한 기존 화재감지

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IR 레이저 기반 연기검출장치

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IR 레이저 기반 연기검출장치는 100m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는 IR 레이저의 송/수신부 초점의 정합에 대

한 애로사항과 기술적 문제점을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레

이저 초점의 정합을 위한 필수 요소 기술인 고정밀 자동초점 정합

장치를 설계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IR 레이저 기반의 연기검출장치는 레이저 발광부에서 발신되는 

IR 레이저의 초점이 레이저 수광부에 정확히 정합되어야 하며, 외
부환경에 따른 초점의 변화를 보정하기 위한 기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림 1.과 같이 100m 거리가 이격된 레이저 발광부와 

수광부 구조에 따라 발광부 레이저광선의 각도변화에 따른 수광부 

레이저 포인트 위치가 매우 민감하게 변화한다.

그림 565. 레이저 포인트 위치 변화

Fig 1. Changing the position of the laser point

따라서 초기 레이저 포인트의 초점을 정확히 정합하고, 이후 보

정하기 위한 고정밀 자동 초점 정합장치가 필요하며 초기 화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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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의 설치 시 레이저 초점을 정합하고, 이후 외부환경에 의한 보

정을 위한 발광부 각도 조절이 가능한 원격 팬/틸트 구동기 및 제

어기 기술이 필요하다.

III. 고정밀 자동초점 정합장치 설계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발광부와 수광부 간의 원거리 설치에 따

른 레이저 초점 설정의 어려움과 외부 환경에 따른 초점 정합의 

재설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정밀 자동초점 정합장치를 설계하

고자 하며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2.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정밀 제어장치이다. 원기

어 구동 원리로 10 : 100 비율 웜기어의 4중 기어를 통해 스크류 

기어로 연결된 투광부 함체의 각도를 정밀제어하며 이는 레이저 

송신기에 장착된다.

그림 2. 고정밀 제어장치 원기어 구동 원리

Fig 2. Schematic figure for High precision control unit

레이저 수신기는 카메라 모듈 및 망원/줌 렌즈를 통해 클로즈업

된 송신기의 가시광선 레이저 투광부 위치와 틀어진 각도만큼 출

력되는 레이저 광선의 직선경로를 추출하여, 영상처리을 통해 계

산된 X, Y축의 제어 신호를 송신기로 전달한다.
레이저 송신기는 X, Y축의 제어 신호에 따라 고정밀 제어장치

의 모터를 제어하여 레이저 투광 각도를 조정한다.
투광부의 X, Y축 제어를 통해 가시광선 레이저의 포인트와 카

메라 렌즈를 정합한다.
가시광선 레이저 투광부와 카메라 모듈의 정합이 완료되면 가

시광선 레이저를 대신한 IR 레이저를 수신기 수광부로 투광된다.
레이저 송신 시 광량수신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정합과정을 수

행, 최초 장치의 설치와 외부환경에 따른 틀어짐을 자동으로 교정

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투광부와 수광부를 분리하여 레이저 송

신기, 수신기로 구성한다. 이에 따른 레이저초점의 자동으로 정합

을 위해 자동초점 고정밀 제어장치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원거리

(100m 이상) 연기검출을 통한 조기 화재감지를 가능하게 하고, 각
각의 화재감지기의 상태(정상 동작 유/무, 배터리잔량, 화재감지 

유/무 등) 정보를 이더넷 혹은 Zigbee 등의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를 통해 통합 관제함으로써 시스템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

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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