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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스 시설은 우리에게 편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지만,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는 막 한 피

해를 래하고 있다. 재 가정 등에서 가스 사고에 처하기 한 유일한 수단으로 가스 안  기기들

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부재 시에는 처 방안이 무하다. 본 논문은 화재  2차 폭발을 방지

하기 해 홈 네트워크에서 가스 출 상황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사회에서 가스 시설은 가정의 난방과 산업의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공 하는 시설이다. 가스는 

다른 연료와는 달리 기 오염을 방지하고 맑고 쾌 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가스 시설은 속한 도시의 

팽창  신도시 건설과 산업의 발 으로 꾸 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는 산업화에 따른 필수 인 에 지 자원으로서 그 

용도가 확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화학  특성과 

취   안  리 소홀로 인해 막 한 인명과 재산피해

를 래하고 있다[1].

  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은 고의 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

용자의 취 부주의가 20%이상을 차지한다[3]. 구체 으로

는 밸  코크 사용 미숙이나 호스 미 폐쇄, 차단기 작동 

불량 등 다양하고 측하기 어려운 원인이 산재하고 있으

며, 재 가정 등에서는 이러한 사고에 처하기 한 수

단으로서 가스 안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1][2].

  재까지 알려진 가스 안 기기로는 가스연소기 안 기

기, 퓨즈콕, 가스 출 경보기 등 11종이 있으나, 실제 개발 

완료 되어 보 된 것은 6종에 불가하다[1].

  가스 안 기기들은 사고발생시 단순하게 사용자에게 경

고를 함으로 이에 따른 처를 하게 한다. 그러나 사용자 

부재 시에는 경고를 해도 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방안이 무하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내의 디지털 기기

와 센서 네트워크, 사용자를 연동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다[4][5][6][7].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가스 사고를 방지하

기 해 홈 네트워크에서 가스 출 상황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가스 출 상

황인식 시스템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서 기술한다.

2. 가스 출 상황인식 시스템

2.1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실내의 가스 농도 검출을 한 가스 센서

와 검출된 가스 농도 수치를 달해 주는 Interface 

Controller, 이를 받아서 서비스하는 Main Controller와 센

서를 통해 얻어진 상황 정보를 가지고 추론하는 Context 

Manager, 가스 밸 들을 제어하는 Valve Controller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1)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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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Main Controller

  Main Controller는 Interface Controller에서 주기 으로 

공기 의 가스 농도를 감지한 값을 받는다. Context 

Manager를 통해 재 상태에 한 상황 추론을 통해 일

정 수치 이상의 농도를 감지할 경우 Valve Controller를 

통해 Valve를 차단한다.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SMS를 보내 가스 밸  

차단 유무 확인을 요청하게 되면, Valve Controller에서 

이를 확인하여 Valve가 열려있을 경우에는 차단을 한 

SMS를 송하고, 차단 명령을 받은 모듈은 차단하게 된

다.

2.1.2 Context Manager

  Context Manager는 Main Controller에서 수집한 상황 

정보를 규칙 기반 추론을 통해 상황인식 서비스를 제공한

다.

2.1.2.1 Rules

  Context Manager에서 상황 정보를 처리하기 한 상황 

정보 요소는 공기 의 가스 혼합비, 재의 밸  상태 그

리고 사용자가 송하는 핸드폰 신호로 구성된다.

가스 
혼합비

밸
상태

핸드폰
신호

경고 
SMS

밸
제어

외부
알림

0% opened keep - keep -

0% opened close - close -

0% closed keep - keep -

0.1% opened keep - keep -

0.1% opened close - close -

0.1% closed keep - keep -

0.5% opened keep send keep -

0.5% opened close send close -

0.5% closed keep send keep -

0.7% opened keep send close send

0.7% opened close send close send

0.7% closed keep send keep send

1.0%
이상 opened keep send close send

1.0%
이상 opened close send close send

1.0%
이상 closed keep send keep send

(표 1) 상황 정보 규칙

  (표 1)은 수집한 상황 정보를 처리하기 한 Rule을 정

의한 것이다. 공기 의 가스 혼합비가 0.5% 이상이면 

재의 가스 혼합비와 조치 사항을 사용자 SMS으로 송한

다. 이 상태에서는 밸 를 강제로 차단하지 않고, 사용자

의 요청으로 밸 를 제어할 수 있다.

  폭발 험 수치인 0.7% 이상의 경우에는 경고 SMS를 

사용자에게 송한다. 한, 사용자의 의도와 계없이 강

제로 밸 를 차단하며, 인근 소방서 등의 외부에도 자동으

로 통보한다.

3.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은 홈 네트워크에서 가스 출 상황인식 시스템

의 핵심 요소 기술인 상황 정보 리와 규칙 기반의 상황 

추론을 하여 상황 정보 규칙을 제시하 다. 가스 출 

상황인식 시스템은 실내의 상황 정보를 지속 으로 수집

하여 일정 수  이상의 가스 농도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가스 밸  코크를 차단한다. 한 CDMA의 SMS 로토

콜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가스 밸  코크

를 제어한다. 기존의 가스 안  기기들은 상황에 한 인

식이 없이 단순하게 경보만 하는 단 이 있었다. 상황인식 

서비스, SMS를 이용한 밸  차단 제어를 이용하면 화재 

 폭발 사고 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논문의 핵심을 용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 구 을 

목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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