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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번 논문에선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남아있는 불씨들을 효율적으로 감지하기 위해 CO2와 온도 변

화를 감지하는 기능을 탑재한 잔불 감지용 IoT 모듈을 개발하여 이를 보호하는 패키지를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하여 최적

화하였다. 개발된 모듈은 불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전력 원거리 통신이 가능한 LoRa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제

작된 모듈을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디자인을 고안하여 낙하 시 발생하는 응력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Model

C에서 가장 작은 응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패키지의 모듈 장착부분에 응력 집중이 예측된 타 모델들과 달리 날개 부분에

서 응력이 집중 현상이 예측되어 내부 모듈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다 판단해 이를 적용한 패키지를 제작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detect fires that may not be visible to the naked eye, an IoT module that uses changes in Carbon

dioxide (CO2) levels and temperature to effectively identify ambers (dying flames) was developed. Finite element analysis

was then used to optimize the packaging for this module. Given the nature of ambers, the low power long range LoRa

(Long Range) technology was used in the development of this module. To protect the module, a number of packages

were designed, and comparative analysis performed on the stress generated when they fall. The results of which show

that Model C showed the lowest stress. In addition, unlike other models in which stress concentration was predicted in

the module mounting part of the package, in this model the stress concentration phenomenon was predicted in the wing

part. It was therefore determined that this approach is ideal for protecting the internal module, and a package to which

this was applied was manufac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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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평균기온이 상승하였다. 이

로 인하여 건조한 지역의 수가 증가하면서 산불발생 빈

도와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2020년에 발

간한 2019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까지의 10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2010년 연간 282건에서

2019년엔 연간 653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다.1-3)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 발견이

어렵고, 진압 후 남아있는 불씨로 인하여 뒷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씨의 경우 낙엽층, 암석지, 고사목 등에

남아있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재발화가 가능한

온도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장시간 관리가 필

요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불씨를 찾기 위해 8~12명 정도

의 잔불 감지 인원이 투입되어 작업을 진행한다.4) 이와

같은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잔불 감지 기술로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기술 등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불씨의 온도가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 온도 이상인

경우 알람 기능을 통해 불씨 존재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

에 보다 효과적인 감지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산

불 진압 현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동반된

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의

경우, 산불지역 상공에 드론을 띄워 열화상 카메라에 촬

영된 영상을 통하여 잔불의 위치 및 크기와 위험도를 파

악이 가능하여 효율적으로 잔불처리가 가능하지만, 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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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낙엽층이나 암석지, 고사목 사이

에 남아있는 불씨를 감지하기는 어렵다.5,6) 이처럼 육안

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불씨들을 인

력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잔불을 감지할 수 있는 방안으

로 잔불 감지용 IoT 모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듈은

드론에 약 30여개를 탑재하여 산 곳곳에 살포하여 산불

진압 후 잔존해 있는 불씨들의 CO2와 온도 변화를 감지

하여 기지국에 데이터를 송신해 불씨의 위치를 파악한다

. 해당 모듈은 산에 살포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충격 완화

및 모듈 보호로 패키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패키지는 바

람의 영향을 적게 받아 원하는 위치에 낙하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듈을 전체적으로 감쌀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마

지막으로 내부 모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

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선 개발된 잔불 감지용 모

듈을 활용하여 사각지대의 불씨를 감지할 수 있는 패키

지 디을 수행하였다

2. 유한 요소 해석 실험

2.1. Drop Test

개발된 잔불 감지 모듈은 드론에 탑재한 후, 산에 살포

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낙하 시 발생하는 충격이 내부 모

듈에 가해져 솔더 접합부의 분리 및 크랙이 발생하여 신

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낙하실험을 하게 되면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유한요소해

석법을 활용하여 예측한다면 비용 절감 및,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내부 모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패키지 설계 최적화를 가능케한다.7,8) 이번 연구에선 낙

하 시, 발생하는 응력을 확인하여 내부 모듈 보호에 적합

한 패키지 디자인을 최적화하였다.

2.2. Modeling

고안된 모델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다. Model A는 단

면적이 작아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아 원하는 위치에 낙

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판되는 다트 형상에 착안하여

디자인하였다. 하지만 패키지의 둘레가 20 mm 로 얇아

낙하 충격에 쉽게 파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Model B의

경우, 모델 A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단면적을 넓혀 충격

완화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단면적이 커진 만큼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Model C는

Model A와 B의 장점을 취합하여 내부 모듈을 보호할 수

있는 크기이면서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모

델링하였다.

2.3. Boundary Condition

해석에 사용된 Tool은ANSYS v.2020 R2의 Explicit

Dynamics 다. 해당 Tool은 충격에 따른 응력을 확인하여

고장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식 (1) 을 적용

하여 결과값을 나타낸다. 이 수식에서 t 는 time step,

f는 안전계수로 0.9를 나타낸다. h는 요소의 최소 길이를

의미하고 c는 재료의 특성을 정의한다.9) 이때 요소의 최

소 길이는 Table 1과 같으며 요소의 최소길이는 메쉬를

기준으로 하며, 메쉬의 품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기 위

하여 요소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생성된 메쉬의

품질을 확인하는 척도로는 Skewness와 Element Quality가

있다. Skewness는 요소의 형상이 정삼각형 혹은 정사각

형에 가까울수록 0에 근사하며 메쉬의 품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Element Quality는 요소의 부피와 모서리 길이

의 비를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메쉬의 품질이 좋다.10)

이때 Skewness와 Mesh Quality는 Fig. 2, 3과 같다.

경계조건으로 실제 낙하 실험과 유사하게 진행하기 위

해 낙하 높이는 2019년 영월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

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한 실험을 토대로 하여 낙하 높이를

150 m로 설정하였다.11) 해당 실험에서 산불 감지용 열화

상 카메라가 적용된 드론을 15 m/s의 바람 속에서 지상

150 m 상공 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와 동일한 높

이 조건을 적용하였지만, 바람의 영향에 대한 해석은 유

Fig. 1. 3D model structure. Fig. 2. Skewness.

Table 1. Minimum Element Size

Model A

[mm]

Model B

[mm]

Model C

[mm]

Minimum 

Element Size
3.16e-5 6.03e-2 4.3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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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석에 속하므로 해당 Tool에선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

라서 이번 해석에선 바람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낙하

높이만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낙하 시, 발생하는 중력

가속도는 -Y 방향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생성된 메쉬는

Fig. 4과 같다. 적용된 수식과 물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의 CTE와 Tg는 각각 Coefficient Thermal Expansion과

Glass Transition Temperature의 약자이다. 수식 (2)에서 Vt

는 물체가 낙하 시 가해지는 속도, Accelerationgravitational은

중력에 의한 가속도, DropHeight는 낙하높이를 정의한다.

∆t≤ f * [h/c]_min (1)

(2)

2.4. Results

해석 결과 Model A에서 501 MPa의 최대 응력이 패키

지의 하단 부분에 발생하였고 Stress 분포는 Fig. 5의 (a)

와 같다. Fig. 6의 Stress Plot으로 해당 모델의 낙하시간이

33 µs로 가장 빠른 속도인 것을 확인하였다. Model B에

서 최대 응력이 227 MPa로 Model A 보다 적은 응력이

발생하였지만, Fig. 5의 (b)와 같이 패키지 내부를 중심으

로 최대 응력이 발생하고 패키지가 변형되는 경향을 확

인하였다. 마지막으로 Model C는 세 모델 중 가장 작은

140.3 MPa의 응력이 발생하였고 Stress 분포도는 Fig. 5의

(c)와 같다. 최대 응력은 모듈의 날개 부분에 발생하고 패

키지에서 내부 모듈을 보호하는 하부에는 상대적으로 적

은 응력이 발생하였다.

2.5. Test Vehicle Module

잔불 감지 모듈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장시간 관리가 필요한 불씨의 특성을 고

려하여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저전력이어야 한다. 둘째,

원거리에 위치한 기지국과 통신이 원활해야 한다. 셋째,

산에 수십 여개를 살포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제

작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전력 원거

리 무선통신기술인 LPWA (Low Power Wide Area)를 적

용하였다. 현재 상용화가 가능한 LPWA 기술은 대표적으

로 NB-IoT, Sigfox, LoRa가 있으며 주로 사물인터넷에 사

용된다. 이 중 LoRa 기술은 Long Range의 약자로 저전력

Vt 2*Accelerationgravitational*DropHeight=

Table 2.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ABS

Density [kg/m-2] 1,070

CTE>Tg [ppm/°C] 100

CTE<Tg [ppm/°C] 81

Tg [°C] 105

Young’s Modulus [GPa] 2.31

Poisson’s ratio 0.33

Fig. 3. Element quality.

Fig. 5. Results of stress.

Fig. 6. Stress plot.

Fig. 4. Mesh of mode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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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5 km에서 최대 20 km 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하다.

LoRa와 비견할 만한 또 다른 LPWA 기술로는 NB-IoT,

Sigfox 등이 있다. LoRa와 Sigfox의 경우 비면허대역의 주

파수대역[920 MHz]을 사용하여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이 가능하고, 다른 주파수에 비해 간섭이 낮아 원거리 통

신에 적합하다. Sigfox의 경우 10 km에서 최대 40 km까

지 통신이 가능하다. 반면 NB-IoT의 경우 1 km에서 최대

10 Km 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하고, 면허대역의 LTE 주파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든

다. 또한 Sigfox의 통신속도가 LoRa (50 kbps)에 비해 낮

은 100 bps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선 비면허 대역을 사

용하며 원거리 통신에 적합하고 비용이 저렴한 LoRa 칩

을 적용하였다.12-15) 또한 모듈에 실장 되는 LoRa 칩의 크

기와 배터리의 부피를 고려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패

키지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이때 모듈에 실장 되는 LoRa

칩의 크기는 5.55 mm2이며 두께는 1 mm 이다. 사용된

배터리는 200 mAh로 크기는 1.63.5 cm2고, 두께는 0.45

cm 이다. 모듈 기판의 너비와 길이는 각각 33 mm, 86 mm

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선 잔불 감지를 위한 IoT 모듈을 보호하기 위

한 패키지 디자인을 고안하여 이를 유한요소법을 통해 낙

하 시 발생하는 응력에 대해 해석하였다. 해석 결과,

Model C에서 최대 140 MPa의 최대 응력이 날개 부분에

서 발생하였으며, 내부 모듈을 보호하는 하부에는 상대

적으로 적은 응력이 발생하여 내부 모듈을 보호하기에 적

합하다 판단된다. 또한 모듈에 실장 되는 LoRa칩과 배터

리의 크기 및 두께를 고려하여 Model C를 최종 패키지

디자인으로 선정하여 제작 및 드론을 사용하여 낙하 실

험을 진행하였다. 실제 제품 제작 시, 충격완화 효과를 증

가시키기 위해 고무 마개를 적용하였다. Fig. 8은 제작된

패키지 이며, Fig. 9는 드론을 통하여 낙하 실험을 진행한

사진이다. 추후 통신 거리 및 CO2 측정에 관한 연구를 추

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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