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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창의자율과제명 IOT 기술을 이용한 실내 유독가스 및 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기간 2020. 06. 01.  – 2020. 10. 31
연구 필요성

o 최근 급증하는 대형 건물의 유독가스 질식사고 및 시골 전원주택 등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리는 감지 시스템이 필요함

o 기존 화재 감지 시스템은 주로 건물 등에 설치되어 알람을 울리는 등의 간단한 기능만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 설치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음

o 스마트폰 등 널리 보급된 단말기를 통해 건물 내 화재나 유독가스의 위험을 알리는 모니터링 시

스템이 필요함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인체에 유하한 유독가스(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가연성 가스, 화재 감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 센서 모듈 제작

o IOT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 개의 감지 모니터링 모듈이 하나의 서버에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구성

o 라인 등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 PC용 메신저의 API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화재나 유독가스 

경고 메시지 전송

□ 주요내용

o 인채에 유해한 유독가스(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가연성 가스, 화재 감지 등의 모니터링이 가

능한 통합 센서 모듈 제작

o 산업 현장 등에 사용되는 안정적인 무선 통신 프로토콜인 Zigbee 모듈을 활용한 무선 통신 환경 

구축

o 여러 센서 모듈을 하나의 서버에 연결하여 1:N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여 일반 주택, 또는 대

형 건물의 층별로 하나의 서버를 두고 모니터랑 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o 센서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인덱싱 기능을  추가하여 건물 내 위험이 감지된 장소를 특정할 

수 있도록 구성

o 센서로부터 전송받은 유독가스, 화재 등의 알림을 단말기로부터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는 API의 

Notify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PC 로 위험을 알림

o API 의 부가 기능을 이용하여 건물 내의 약도와 화재 대응 프로토콜 등의 추가적인 정보 전송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Zigbee 모듈을 활용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

o 1:N 네트워크 구성으로 하나의 서버에 여러 센

서 모듈을 네트워크로 구성

o 스마트폰 채팅 앱을 활용한 Notify 기능을 활용

하여 사용자에게 위험 알림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화재,가스 누출 발생 시 생성되는 유독가스를 감지하여 유독가스 중독 등 부가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함

o 노트화 된 센서 구성으로 화재 및 유독가스의 위치를 추정 가능함

o 시스템이 별도의 셀룰러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 내부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아용하므로 

시스템을 위한 추가적인 설치 비용이 절감됨

o 모듈화된 설계로 현 아이디어인 화재, 유독가스 감지 뿐만 아니라 산불 감지 등 여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응하는 센서로 변경하여 범용적인 사용이 가능함

o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대형 건물 등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한 화재, 유독가스 발생에 대한 경보를 

안내 받을수 있음

o API 접근 코드를 향후 긴급재난대응서비스와 연계하여 재해발생 신고 자동화 등의 기능 추가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