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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화재안전기술은 신뢰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화재 진압시 방출되

는 가스나 폼, 물에 의한 영향, 즉 2차적인 충격파나 접수, 누전, 이용자에 미치는 불편 등을 고려한 화재감지 및 소화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플랜트 시설과 같은 중요시설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예방과 설계,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발생된 화재의 경우에

는 신속하게 감지하고, 화재를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재감지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영향인자이다. 
이러한 영향인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조회 단계에서 추출된 사례를 새로운 문제의 상황에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례와 현재

의 사례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추출된 사례의 어떤 부분이 새로운 사례로 전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데

이터에 기초하여 진단알고리즘의 민감도를 플랜트 설비에서 화재 요인으로 파악되는 케이블 화재 시, 조기에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여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종 센서 기반 데이터 분석, 화재정보 판별시나리오, 신뢰성 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Recently, fire safety technology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provision of various 
information based on reliabilit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s of gas, foam, and water released during the fire suppression, ie 
secondary shock waves, The fire detection and fire extinguishing system considering the inconvenience is getting attention. In order to 
secure fire safety of important facilities such as plant facilities, prevention, design and maintenance are very important. In case of fire, 
it should be detected quickly and fire should be suppressed to minimize damage. For this, securing the reliability of fire detect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order to evaluate these influencing factors, in order to reuse the case extracted from the inquiry phase in the new 
problem situatio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st case and the present case and what part of the extracted case can be 
transferred to the new case It should be examined. In this study, the sensitivity of diagnosis algorithm based on fire data is analyzed by 
various sensor based data analysis which can acquire various information early in the case of cable fire, which is recognized as a fire 
factor in plant facility, Evaluation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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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화재감지기술의�중요성

최근 화재안전기술은 신뢰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화재 진압시 

방출되는 가스나 폼, 물에 의한 영향, 즉 2차적인 충격파나 접수, 누전, 이용자에 미치는 불편 등을 고려한 화재감지 및 소화시스

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플랜트 시설과 같은 중요시설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예방과 설계,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발생

된 화재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지하고, 화재를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재감지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영향인자이다.

이러한 영향인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조회 단계에서 추출된 사례를 새로운 문제의 상황에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

례와 현재의 사례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추출된 사례의 어떤 부분이 새로운 사례로 전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속한 화재감지를 위하여 감지기의 성능 개선과 더불어 건축물, 터널, 플랜트 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 적합한 감지기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또한 오보율의 최소화 및 화재 시 신속한 경보를 위한 감지기의 감도 조절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1]. 

Daniel 등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다중 센서의 적용과 감지신호의 조합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연구한 바 있다[2]. 

또한 Wang 등은 다중의 화재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방법을 연구한 바 있다[3]. Okoro Isreal C. and Idama 

Omokaro(3)은 수학적 공식을 활용하여 사전 결정된 신호 특성을 검출하기 위한 신호 검출 필터를 통합하고 허위 경보와 실패율

을 줄이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에너지 방출 예측 기법을 채택하여 자동 화재 관리 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4]. Gillespie 등은 터널 내 

케이블 화재에 대한 화재안전 파라미터를 분석하여 성능 중심의 화재안전코드 설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한 바 있다.[5]. Jordi 

Fonollosa등은 가스기반 화재 탐지기외에 다른 화재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센서의  작동 방식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화재데이터에 기초하여 진단알고리즘의 민감도를 플랜트 설비에서 화재 요인으로 파악되는 케이블 화재 시, 

조기에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여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종 센서 기반 데이터 분석, 화재정보 판별시나리오, 신뢰성 평가 등

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제한된 조건에서 화재시 발생하는 물리량(온도, 연기, 이온 등)을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무차원화하여 시

계열로 특징적인 변화율을 관찰하고 각각의 유사도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급속히 전개되는 화재(fast fire)와 서서히 전개되는 훈소 화재(smouldering fire)의 경우로 구분하여 유사도 합성결과를 평가하

였으며, 화재정보별 판별 기준과 효과를 분석하고 외부 노이즈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병행하였다.

2.�본��론

기존에는 화재감지를 위하여 열, 연기, 화염 등의 물리적 신호를 온/오프 방식이나 아날로그 방식으로 측정하여 감지신호 또는 

감지신호의 변화율이 일정 발보기준 이상인 경우에 화재경보를 발령하거나, 2종의 감지센서를 발보기준 이상인 경우에 화재경

보를 발령하는 형식이었다.

당해 화재감지특성 분석의 기본 개념은 다수의 센서(multi-sensor)로 구성되는 복합형 화재감지기를 적용하되, 다수의 신호를 

규칙 및 사례별로 각각 추론하고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하나의 결과로 융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본 알고리즘은 해당시설 공간에서 예상되는 화재징후를 평가하고, 이러한 화재징후를 획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확보

한 신호를 1차적으로 규칙과 비교한 후 관련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무차원 형태로 정형화된 기존의 사례와 현재 획득된 데

이터를 이용하여 상관성과 유사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각 감지기별 화재 잠재성, 화재 유무, 화재의 진행정도 등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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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유추한다.

운전초기에 설정된 감지기의 종류, 설치 위치 등의 색인에 의하여 사례 자료를 D/B로부터 호출하고, 각 감지기별 유사도를 계

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유사도는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감지기별 현시값에 합성되며, 최종적으로는 각 감지기별 합성치를 

합산하여 하나의 패턴을 도출한다.

화재감지센서로 열적 온도, 이온식 연기농도, 광전식 가시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중 센서를 도입하였으며, 실시간 측정된 

감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차원 형태로 정형화된 기존의 사례와 현재 획득되어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관성과 유사

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각 감지기별 현재 측정값을 가중치로 고려하여 개별 감지기에 대한 화재정보를 시간에 따른 수치의 형

태로 합성하여 비교하였다.

2.1�유사도�추론�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방법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r은 두 변수 사이의 직선관계의 강도

를 나타낸다.

상관계수의 성질은 상관계수의 값은 -1과 1사이의 범위에 있으며, X와 Y사이에 상관이 없으면 상관계수 값은 0이다.

연구의 성격과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0.3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평가를 한다.

r값(상관계수 값) 이 양의 상관계수를 갖을 때 한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작아질수록) 다른 변수의 값도 커짐(작아짐)을 의미한다. 

r값(상관계수 값) 가 음의 상관계수 갖을 때 한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작아질수록) 다른 변수의 값도 작아짐(커짐)을 의미한다.

기존의 D/B로부터 호출된 사례에 대한 데이터 변화 추이의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수치적으로 표현, 이용하며 이에 대한 함수를 다음 식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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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다중�센서�데이터의�유사도�합성

각각의 센서로부터 평가된 유사도에 가중치를 고려하고 합성하기 위해서는 각 데이터별 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센서별 데이터의 유사도에 가중치로 측정되는 현시값을 곱하고, 개별 센서의 이 값을 다시 합

산하는 방식으로 유사도를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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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사도 합성을 위한 주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5)

  max                    (6)

여기서 는 규칙 및 사례기반 추론결과의 합성치이며, i는 감지기의 종류 및 수량이다. 또한  는 과 의 최대값

을 나타내며, 각각 사례기반 추론결과와 규칙기반 추론결과이다. 그리고 는 감지기별 가중치로서 현재 측정되고 현시값이다. 

규칙 및 사례기반 추론기법에 의한 감지신호의 평가결과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감지기의 규칙 및 사례기반 추론결과의 

곱을 이용하였으며, 다중 감지기에서의 추론결과를 가중치를 이용하여 복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방법론 측면에서, curve fitting을 통해 정형화된 사례를 감지기에서 실시간으로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관성과 유

사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각 감지기별 화재 잠재성, 화재 유무, 화재의 진행정도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추했다. 무차원화 

형태로 정형화된 사례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상호 비교한 결과로서 유사도를 분석하여 감지기의 발보 기

준에 따라 화재여부를 판단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가중치 부여는 가장 높은 분류 적중률을 보이는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써, 무한개의 후보 가

중치 벡터들의 탐색을 통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평가 절차에 따라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찾게 된다. 탐색 방법에 따라서 최

적의 가중치를 찾기 위한 전체 사례의 검색을 통한 가중치의 부여와 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한 무작위 탐색을 통한 가중치 부

여방법이 있으며,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3�결과�및�고찰�3%로�영향일때

랜덤함수를 이용하여 3∼30% 범위에서 기준 데이터에 영향을 가하여, 그 영향을 민감도 형태로 분석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를 Fig.1.2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노이즈 영향 데잍터 분포 결과 패턴이 유사한걸로 확인 되었다. 노이

즈와 유사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1 정리한 결과 3%로일 때 유사도가 평균 약 0.96정도 였고 30%로 영향일 때는 약 평균 약 

0.99로 나타났으며 30% 영향일때가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교결과를 통해 감지기의 발보기준에 따라 화재여부를 판단에 기초데이터로 활용가능하다.

Fig. 1. when affected by 3% Comparison Noise influence data(Right) of reference data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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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hen affected by 30% Comparison Noise influence data(Right) of reference data (Left)

Table 1. Original compare case Noise similarity

3%로 영향 30%로 영향
* smoke 와 랜덤횟수 

유사도(상관계수값)
유사도

* smoke 와 랜덤횟수 

유사도(상관계수값)
유사도

Original Signal1 & 
노이즈 case01 유사도

0.969912
Original Signal2 & 

노이즈 case01 유사도
0.999285

Original Signal1 & 
노이즈 case02 유사도

0.959408 Original Signal2 & 
노이즈 case01 유사도

0.99923

Original Signal1 & 
노이즈 case03 유사도

0.962001 Original Signal2 & 
노이즈 case01 유사도

0.999446

Original Signal1 & 
노이즈 case04 유사도

0.967589 Original Signal2 & 
노이즈 case01 유사도

0.999369

Original Signal1 & 
노이즈 case05 유사도

0.969912 Original Signal2 & 
노이즈 case01 유사도

0.999269

평균 0.965765 0.99932

3.�결��론

본 연구에서는 규칙 및 사례기반 추론기법에 의한 감지신호의 평가결과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감지기의 규칙 및 사례기반 추

론결과의 곱을 이용하였으며, 다중 감지기에서의 추론결과를 가중치를 이용하여 복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방법론 측면에서, curve fitting을 통해 정형화된 사례를 감지기에서 실시간으로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관성과 유사도를 

평가하였고, 이를 통하여 각 감지기별 화재 잠재성, 화재 유무, 화재의 진행정도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었다. 무차원화 형

태로 정형화된 사례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상호 비교한 결과로서 유사도를 분석하여 감지기의 발보 기준에 따라 

화재여부를 판단에 기여하게 된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화재감지기 개발에 있어 기초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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