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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Raspberry Pi를 이용하여 IoT 시대에 맞춘 화재 예방 시스템(Fire Prevention System)을 개발하였다. 오늘날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일상화 되어있어, 어디에서나 IoT 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IoT 기술을 접목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전, 

가스 센서를 이용하여 가스누출을 미리 감지하여 스마트 폰에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가스밸브을 잠금으로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키워드: Fire, Prevention, Raspberry Pi

I. 서 론

주택 화재 원인의 52.9%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이다. 본 시스템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택 거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일상화 되어있어서,어디서나 IoT 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 맞게, 주택 거주자의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하

여 위급 상황 발생 시 메시지를 전송 하도록 하였다. 향후 시스템을 

발전 시켜, 가정 내의 화재발생 요인들 예를 들어 전기관련 제품들에도 

센서를 부착하여 관리함으로서 완벽한 화재 예방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할 예정이다.

II. 본 론

1. 요구분석을 통한 업무적용범위

본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의 도출을 위해 소방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택 화재 원인과 화재 발생 시 어려움과 불편함을 조사하고, 

많은 정보를 얻었으며 시스템의 목적 방향을 확실히 설정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 유사 시스템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인터넷에서 

관련된 문서, 자료를 조사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주택 화재 발생 시 빠른 조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계획하였

다

1. 개발목적

기존 시스템 보다 더욱 향상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세밀한 기능을 

가진 센서를 이용하였으며, 적절한 장비 할당으로 사용자들의 불만 

사항을 최소화 하고 주택 화재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화재 예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2. 시스템 구성

Fig. 1. 시스템 동작 차트

개발 시스템의 시연에서의 완성된 그림은 그림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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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시스템의 완성

3. 개발 시스템

개발 시스템 환경은 다음과 같으며, Raspberry Pi Python idle3를 

통해 구동된다.

개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 

1. MQ2(Gas Sensor)을 통해 값을 센싱한다.

2. 센싱된 값이 일정 값 이상이면 지정된 주택관리자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3. DC모터를 이용하여 가스 밸브를 잠근다.

Fig. 3. 가스센서의 센싱값

III. 결 론

본 개발 시스템은 가스 상태를 통한 주택 화재 발생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제공 및 가스 밸브를 바로 차단하여 주택 화재를 미연에 

예방한다. 또한 추후에 실시간 센서 값 확인 및 상황을 Raspberry 

Pi 카메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하여 좀 더 정확한 상황 판단,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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