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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서고 수많은 분야에서 사고와 안전에 관련하여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매년 화재피해로 인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는 다른 사고보다 피해와 규모가 다르며 여전히 고민해야할 숙제

이다. 화재 골든타임은 화재 발생직후 5분이내의 시간을 일컫으며, 이 시간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화

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배이상 차이가 난다. 본 논문의 화재 감지 시스템은 화재 골든타임을 지키는것에 중

점을 두고 이 시스템 자체로 화재를 방지하고, 감지하여 초동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 위험요소 차

단, 화재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인명 피해 최소화, 2차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결과적

으로 화재 골든타임을 지켜 화재를 방치시키는 상황이 줄어들 것이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까지 줄일 수 있

을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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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화재 감지 시스템은 크게 화재발생 가능성 차단과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 화재구역의 인명피해 방지와 신속한 후속처리로 이루어져 

있다. 화재발생 가능성 차단은 가스감지 센서와 CCTV,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은 스프링클러와 구역을 밀폐시키는 셔터가동, 화재구역의 

인명피해 방지와 상황통제는 LED스트립과 안내방송을 동반한 부저

를 통해 이루어지고, 화재 판단과 동시에 119로 문자전송을 하여 

신속하게 후속처리를 요청한다. 본 시스템은 일차적으로 가스가 감지 

되면 불꽃감지 센서로 넘어가 불이 났는지를 판단하고 불꽃이 감지되

지 않으면 단순 가스 누출사고로 판단, 환기 팬을 이용하여 건물 

내부의 가스를 환기시킨다. 불꽃이 감지될 시 이는 화재로 판단, 

안내방송과 부저가 울려 상황을 알리고 LED스트립을 이용하여 민간

인들의 대피로 안내를 돕는다. 이와 동시에 불꽃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화재 발생 위치를 파악하여 셔터를 가동해 해당 구역의 복도를 밀폐시

켜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더 큰 화재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Fig. 1.]은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부품도이다.

Fig. 1. Diagram of fire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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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esign and Implementation

1. Circuits of Brainwave VR Controller System

본 시스템의 전체 회로도는 [Fig. 2]의 그림과 같이 메인부인 아두이

노, 센서부인 가스감지센서와 불꽃감지센서, 구동부인 스피커, LED스

트립, 쿨러, 서보모터, 부저, 제어부는 릴레이모듈과 증폭기인 앰프가 

있다. 마지막으로 촬영부는 CCTV카메라로 이루어져 있다. 블록도의 

설명과 동일하게 센서부인 가스감지센서와 불꽃감지센서의 신호값을 

아두이노가 받게되고, 그 이후 아두이노는 센서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판단하여 어떠한 상황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동작명령을 각 제어부

와 구동부로 신호를 보내게 된다.

단순 가스누출의 상황일 경우 제어부인 릴레이 모듈을 통해 구동부

인 환기 팬을 작동시키고, 화재발생의 경우 구동부의 부저, LED스트

립, 서보모터가 작동하게 되며 초동조치를 실행하며 스피커를 통해 

안내방송을 실행한다.

Fig. 2. Circuit Diagram

2. Flow Chart for Machine Learning & Control

이번 과제의 흐름도는 [Fig. 3]과 같이 구성되었다. 시스템이 시작되

면 먼저 센서 초기화 및 앱 실행 후, CCTV촬영을 시작한다. 먼저 

가스누출을 판단하고 화재유무를 판단한다. 만약, 가스누출만 감지되

었을 경우는 쿨러를 작동하여 공기를 환기시키고 다시 가스가 정상범

위인지 판단하면서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지만, 불꽃센서에 불꽃이 

감지가 되었을 시에는 가장 먼저 119에 화재발생 신고를 하게된다. 

그 이후 부저를 통해 경고음을 울리고 LED스트립을 통해 대피로 

안내를 진행한다. 그 후 셔터를 작동시켜 화재 공간을 밀폐시켜 2차피

해를 방지하고 스프링클러를 가동시켜 초동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화재가 진압되었는지를 판단하며 동작이 마무리된다.

Fig. 3. Flow Chart

3. Implementation

이번에 실제로 구현해본 화재 감지 시스템은 [Fig. 4]의 사진과 

같이 4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닥에는 LED스트립을 설치하

여 화재 발생시 반대의 방향의 비상구로 안내를 하게되며, 화재 발생구

역을 셔터를 서보모터로 구동하여 밀폐시키게 된다.

Fig. 4. Fire Detection System

III. Conclusions

본 연구는 가스감지와 불꽃감지 그리고 CCTV를 통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화재 발생시 즉각적으로 초기진압을 완료하

고, 119로 문자로 빠르게 신고 접수를 하여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화재를 진압에 착수한다. 또한, LED스트립과 스피커를 통한 방송을 

통해 민간인들에게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하여 빠르게 대피로로 

안내가 가능하다. 건물 내부의 카메라 설치 및 외부에서 내부상황을 

관찰 하여 화재발생 구역의 탈출구를 더욱 정확히 식별하고 안내하여 

추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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