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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uthors will develop the quick and precise remote controller of automatic fire detection 

equipment (P-type one-class receiver) based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T). The remote controller detects 

the fire and disaster in the building automatically and quickly and then activates the facilities to extinguish the fire and 

disaster, monitoring such situation in a real time through wire-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The proposed remote 

controller is applied a programmable logic device (PLD) micom. of one-chip type which is small size and lightweight and 

also has highly sensitive-precise reliabilities. The one-chip type PLD micom. analyzes digital signals from sensors, then 

activates fire extinguishing facilities for alarm and rapid suppression in a case of fire and disaster. The detected data is 

also transferred to a remote situation room through wire-wireless network of RS232c and bluetooth communication, and 

then the situation room sends an emergency alarm signal. The automatic fire detection equipment (AFDE) based on IT 

will minimize the life and wealth loss while prevents fire and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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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보 과 더불어 재 건축되는 

부분의 건축물들은 인텔리 트 빌딩, 지능형 아 트로 변

화하고 있는 추세로써, 우리 소방설비 한 낙후된 과거의 

기술로는  추세에 응하기 어려운 문제 들이 많이 발생

한다. 특히 자동화재탐지설비(AFDE)는 근린생활시설, 교육

연구시설, 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600m2 이상의 

건축물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소방기술기 ’으로 규정

하여 의무화하고 있으며, 4층 이상 건축물에는 필히 P형 1

 수신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그러나 재 사

용 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제어 알고리즘과 화재진압 제

어시스템은 과거 1970년 부터 사용하는 기술이 그 로 

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1  

수신기)는 그림 1의 신호흐름 체계도와 같이 화재 는 재

해 발생시, 재해 감지센서들이 동작하고 수신기에서 이를 감

지하여 경보비상 방송과 경보 표시 을 작동시키고 지에 

설치된 스 링클러, 방화문 등 방재설비들을 동작시키는 단

방향성 제어 알고리즘을 가진다[2].

이러한 존하는 P형 1  수신기는 실제 화재가 발생하

을 경우, 응답 속응성과 신뢰성이 조하여 인명  재산

피해가 증 되고 있으며, 화재  재해 발생시 일방 인 제

어 알고리즘으로 인한 재난 응의 비효율 인 문제 을 가

진다[3-5]. 최근 서울에서 방화문 개폐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비

효율 인 제어시스템과 단방향성 제어 알고리즘으로 인한 

것으로, 재해 발생시 방화문이 상황 단에 아무런 평가없이 

일방 으로 동작되어 일어난 사건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1 기존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신호흐름도

Fig. 1 Signal flow chart of conventional AFDE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재  재해를 자동으로 신속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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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후 지에 설치된 방재용 진압시스템을 자동으로 동작

시켜 화재  재해를 기에 진압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지

된 데이터들을 유무선 통신망과 인터넷 회선을 통해 보안 

계자나 원격지 상황실에 데이터 송  긴  경보신호를 

송출시키는 원격제어 가능한 P형 1  수신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항시 송되는 데이터들을 상황실의 앙 리

시스템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

터링하고 분석하여, 각종 화재  재해에 해 원격지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재해 장의 진압 제어장비들을 동작시키

는 효율 인 방재진압  재난 응 체제를 가지는 양방향성 

제어 알고리즘의 원격제어용 첨단 소방방재용 자동화시스템

이라 할 수 있다. 제안한 원격제어용 P형 1  수신기는 다

양한 재해상황 시뮬 이터를 통하여 그 동작성능과 실용성

이 입증된다.

한 제안한 P형 1  수신기의 원격 제어기는 PCB기

의 소형․경량으로 제작되므로, 신축 건축물이나 P형 1  

수신기가 설치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부가 인 설비로 설치

될 수 있어 건축물 소유주나 리자의 안  불감증 해소와 

그 필요성에 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 된다.

2. 기존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재검토  특성분석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재해 발생시 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연기 등을 자동 으로 검출하여 건물내의 계

자에게 발화장소를 표시하여 주는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설

비로서 열 는 연기,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감지기, 발화장소

를 명시하는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배선, 원 등으로 

구성되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외형도와 건축물 내부 결선도 

일례를 그림 2에 나타낸다. 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소방

상물에 따른 법  설치규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1].

 

그림 2 자동화재탐지설비 외형도와 결선도

Fig. 2 External figure and wiring connection diagram of 

AFDE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구성 요소별로 P형 수신기와 R형 수

신기로 크게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특성을 가진다.

► P형(Proprietary type) 수신기 : 설치의 용이성과 설비

단가의 이 으로 인해 ․소규모의 건물에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성능에 따라 1 과 2 으로 나 다. 

P형 1  수신기는 화재표시 동작, 감지기배선 도통시험, 상

용 원  비상 원간의 환 등이 가능하며 회로수에 제한

이 없는 장 이 있으며, P형 2  수신기는 P형 1  수신기

와 구조는 같으나 회선수가 5회선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R형(Record type) 수신기 : 감지기, 발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계기를 속하여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해지는 

신호를 고유의 신호로서 수신하는 것으로서 숫자 등의 기록

장치에 의해 표시되며, 일반 으로 회선수가 많은 동일구내

의 다수동이나 고층빌딩 등에서 집 으로 리하고자 

할 때 는 회선수의 증설계획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한 최근에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내장시킨 양방향 원격

제어가 가능한 R형 수신기가 개발되어 매되고 있으나, 설

비의 크기가 형이고 설치공간의 확보와 가격 가 고가인 

 그리고 향후 유지 리의 난이함으로 인해 ․소형 건

물주나 리자들은 그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거의 회피하

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법  설치 규정

Table 1 Legal installation regulations of AFDE

소 방  상 물 기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제외)․ 락시설․숙

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복합건축물

연면  600(㎡)

이상

일반목욕장․ 람 집회  운동시설․통신촬

시설․ 휴게시설․지하가(註1)․ 매시설․

아 트(註2)  기숙사․업무시설․운수자동차 

련시설․ 시시설․공장․창고시설

연면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부지 내 기숙사  합숙사는 포

함,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종교

시설․동식물 련시설․ 생 련시설․교정시

설

연면  2,000(㎡)

이상

연면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부

지하구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 부

공장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을 장․취

하는 곳

지정수량 500배

이상

지하구(註3)
길이가 500m

이상

 (註) 1. 터 을 제외한다.

2.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3. 력․통신사업용 외의 경우 동일 구내에 설치된 각 소방 상

물을 연결할 경우에는 50m 이상임.(소방법시행규칙 제28조1항)

더욱이 건축물 시공업체들은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설계

와 단가 감의 이유로 거의 다수 P형 1  수신기를 선호

하는 추세이다. 상기의 기존 설비의 재검토 특성분석과 같

이 P형 1  수신기는 설비의 규모가 소형이고 설치의 용이

성과 설비 단가의 가 등의 이 이 주어지나, 화재  재해 

발생시 단방향 인 제어 알고리즘으로 인한 재난 응의 비

효율 인 문제 을 가진다[6-8].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각종 화

재  재해에 해 자동으로 감지한 후, 감지된 데이터들을 



Trans. KIEE. Vol. 61, No. 2, FEB, 2012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1  수신기)의 설계  동작특성에 한 연구             349

유무선 통신망과 인터넷 회선을 통해 원격지 상황실에 데이

터 송  긴  경보신호를 송출시키는 원격제어 가능한 P

형 1  수신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한 송된 데이터들은 

상황실의 앙 리시스템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

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원격지의 모니터를 통

해서 재해 장의 진압 제어장비들을 동작시키는 효율 인 

방재진압  재난 응 체제를 가지는 양방향성 제어 알고리

즘을 가지게 된다. 한 제안한 원격제어용 P형 1  수신기

는 다양한 재해상황 시뮬 이터를 통하여 동작성능의 우수

성과 실용성이 입증된다.

3. 제안한 양방향 통신용 자동화시스템 설계

3.1 원격제어용 마이컴 설계  동작성능 검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원격제어용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1

 수신기)의 신호흐름 체계도는 그림 3과 같이 기존의 P형 

1  수신기가 가지는 기능에 원격제어용 양방향성 제어 알

고리즘이 목된 구조를 가진다.

제안한 원격제어용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각종 화재  재

해 발생시 재해 감지용 센서들에 의해 재해를 감지하고 감

지된 신호는 원칩형 PLD 마이컴의 입력 포트로 송된다. 

송된 디지털 신호는 원칩형 PLD의 구동 로그램에 의해 

지에 설치된 각종 진압용 장비들(스 링클러, 도어록, 수

 조 용 액 이터, 환풍기 등)을 자동으로 구동시킨다. 

한 원칩형 PLD 마이컴은 유무선 통신(RS232c, 이더넷, 무

선통신 등)에 의한 원격지 상황실의 앙 리 서버컴퓨터와

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재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에 설치된 각종 진압장비들을 양방향으로 원격 

제어시키는 일련의 동작원리를 가진다.

그림 3 제안한 원격제어용 자동화재탐지설비 신호흐름도

Fig. 3 Signal flow chart of proposed AFDE by remote control

제안한 원격 제어기의 주 로세서로 사용한 원칩형 PLD 

마이컴 코어모듈(MCU)은 ATmega 128 마이크로 로세서

(CPU)를 내장한 Comfile technology Inc의 CB280을 용하

다[9]. 그림 4는 원칩형 PLD 코어모듈의 신호흐름 체계도

를 나타낸다. 원칩형 PLD 코어모듈의 입력포트에 원 DC

24V와 각종 화재  재해감지용 센서와 제어 입력용 스

치들을 결선하고, 출력포트는 NPN-Tr 포트커 러를 내장하

고 있어 DC 24V 출력단자와 함께 표시등, 경보기  각종 

릴 이들을 결선하 다. 한 원격제어용 유무선 통신 네트

워크를 한 시리얼(serial) 통신과 이더넷(ethernet) 통신용 

포트를 장착하 다. 그림 5는 제작한 원격제어용 원칩형 

PLD 마이컴의 용 보드를 나타낸다. 제안한 원격제어용 

원칩형 PLD 마이컴은 일반 인 마이컴과는 달리 이스나 

캐비닛이 불필요하고 수 개의 반도체 IC소자들로 PCB에 실

장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한 이는 일반 인 마이컴

(MCU)처럼 사용할 수가 있으며, 맞춤식 PCB 제작에 의한 

용 보드 형태로 설계 제작이 가능하고 PCB 제작에 의한 

신뢰성이 보장되고 불량률 감소와 재료비 감  소형 경

량으로 제작이 용이한 장 이 있다.

그림 4 원칩형 PLD 코어모듈의 신호흐름 체계도

Fig. 4 Signal flow diagram of core module in one-chip type 

PLD

그림 5 원격제어용 원칩형 PLD 마이컴 보드

Fig. 5 Circuit board of one-chip type PLD micom. used in 

remote control

그림 6 원칩형 PLD 마이컴 특성분석을 한 실험장치

Fig. 6 Experiment set for characteristic analysis of one-chip 

type PLD 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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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해 상황(화재발생, 주거침입, 수 경보, 가스 출 

등)을 고려한 모의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제안한 원칩형 PLD 

마이컴의 동작특성을 분석하 다. 그림 6은 원칩형 PLD 마

이컴의 동작특성을 분석하기 한 실험장치를 보인다.

3.2 마이컴 구동 로그램  모니터링 로그램 설계

제안한 원칩형 PLD 마이컴은 소 트웨어 으로 일반 인 

마이컴과는 달리 그림 7에서와 같이 두 가지의 구동 로그

램 즉, 큐-베이직 로그램과 래더로직 로그램 역을 가

진다. 이는 래더로직으로 처리할 부분과 베이직 언어로 처

리할 부분을 잘 나 어서 로그램을 작성하여, 베이직 언어

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래더로직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고, 반 로 래더로직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은 베이직 언

어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 이 주어진다. 한 제안한 

원칩형 PLD 마이컴은 그림 7과 같이 베이직 언어와 래더로

직이 동시에 실행되는 멀티 테스킹(multi_tasking) 구조이므

로 베이직 언어가 실행되고 있는 에도 일정한 스캔타임으

로 래더로직이 수행되는 구조를 가진다[9].

그림 7 원칩형 PLD 마이컴의 멀티 테스킹 블록도

Fig. 7 Multi_tasking block diagram of one-chip type PLD 

micom.

이러한 소 트웨어 인 특징을 이용하여 장의 각종 재

해감지용 센서  진압용 장비들의 구동시스템 제어부분은 

래더로직이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원격제어를 한 유무선 

통신(RS232c, 이더넷 통신  블루투스 무선통신)의 데이터 

통신부분은 베이직 언어가 수행하도록 설계하여 제안한 원

격제어용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뢰성  응답 속응성을 개

선시키는 장 이 부여된다.

그림 8은 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감지용 센서(화재센서)의 

감지에 한 진압용 장비(스 링클러)의 자동 구동을 한 

래더로직 로그램의 일례를 나타낸다.

그림 8 원칩형 PLD 마이컴의 래더로직 로그램 블록

Fig. 8 Ladder logic program block of one-chip type PLD 

micom.

P1은 화재센서 감지신호의 수신용 입력포트이고 P11은 

스 링클러를 구동시키기 한 출력포트이다. 한 P21, 

M11과 M21은 원격지 상황실의 모니터링을 통해 장의 구

동장치를 원격제어하기 한 원격제어용 내부 입력포트이다. 

이러한 래더로직 로그램 블록을 이용하여 각종 재해감지

용 센서들과 진압용 장비들을 조합시켜 방재용 자동화시스

템의 구동용 로그램을 설계하 다.

원격제어용 데이터 통신을 한 베이직 로그램은 다음

의 주요 부분과 같이 RS232c 시리얼 통신을 한 명령어부

와 각종 재해에 한 원격신호 데이터 송수신을 한 인터

럽터 명령어부 역으로 설계된다.

Const   Device  =  CB280

Set Ladder On            ; 멀티 테스킹 구동부

Dim M As Byte 

Opencom  1,115200,3,10,10  ; RS232c 통신 로토콜

지정부

Do

M  =  Get(1,1) 

If _P(21) = 1 Then        ; 인터럽터 발생 지령부

Put 1, Asc("A"), 1

Delay  500

Bclr  1,1

End If

   ↓      ↓

Loop

원격지 상황실 는 리실의 앙 리시스템 서버컴퓨터

의 모니터링 로그램은 최근 안 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GUI(graphical user interface)분야에 다수 이용되고 있는 

미국 NI사의 LabVIEW 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그

림 9는 LabVIEW를 이용한 원격제어용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모니터링 로그램 구축을 한 소스 로그램 내부 블록도

를 나타낸다.

그림 9 원격제어용 모니터링을 한 소스 로그램 내부 블

록도

Fig. 9 Inner block diagram of monitering source program 

used in remote control

그림 10은 완성된 원격제어용 모니터링 로그림의 런트

패  기화면을 나타낸다. 개발한 모니터링 로그램은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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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발생하 을 경우 재해지의 자동화재탐지설비내의 

원칩형 PLD 마이컴의 구동 로그램에 의해 분석된 신호들을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상황실 서버컴퓨터로 송되고, 

어떤 재해 는 화재가 발생하 는지 재해발생 유무와 스 링

클러의 작동 유무를 원격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한 

상황실의 모니터링 로그램에서 재해 장의 원칩형 PLD 마

이컴으로 신호를 송신하여 각종 재해 진압용 장비들을 원격으

로 제어할 수 있는 양방향 제어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그림 10 양방향 원격제어용 모니터링 로그램 런트패

Fig. 10 Front panel of monitering program used in 

bidirectional remote control

를 들어 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격지 상황실의 

서버컴퓨터의 모니터에는 화재경보 음성신호와 화재경보 아

이콘 표시등이 작동되고, 장의 스 링클러의 동작 표시등

과 작동 버턴에 불이 들어온다. 한 컴퓨터 모니터 상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의 스 링클러를 원격으로 제어시킬 

수 있는 양방향 제어알고리즘을 가진다.

4. 양방향 통신용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1  수신기) 

동작특성 검증

제안한 원격제어용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동작특성을 분석

하기 하여 각종 재해상황의 시뮬 이터를 통하여 시스템의 

성능 측정을 수행하 다. 그림 11(a)는 제작된 원격제어용 

자동화시스템 시작품과 서버컴퓨터의 모니터링 로그램과

의 RS232c 직렬통신에 의한 네트워크 동작특성을 나타내며, 

그림 11(b)는 이더넷 통신에 의한 시스템 동작특성을 나타

낸다. 이더넷 통신용 컨버터는 XPORT 동 을 사용하여 제

작하 으며, XPORT는 시리얼 포트에 장착할 수 있는 특징

이 있다. XPORT 동 에 의한 이더넷 통신을 하여 DSUB 

컨넥터 다운로드 단자에 바로 연결하도록 설계하 고 인터

페이스 보드의 동작 원은 9핀 시리얼 포트 컨넥터의 9번

(+5V)과 5번핀(GND)을 통하여 공 받도록 설계하 다. 그

림 11(c)는 원격제어용 자동화시스템의 무선통신을 한 블

루투스(bluetooth) 무선통신의 인터페이스 동작특성을 분석

하기 한 실험장치이다. 용된 블루투스 통신의 주요 사양

은 주 수 2.4 GHz, 송속도 1 Mbps, 출력 100mW 

(20dBm)로 선정하 다. 그림 11(d)는 블루투스 무선통신에 

의한 동작성능을 측정하기 한 실험도를 나타낸다.

  

    (a) RS232c 직렬통신           (b) 이더넷 통신

  

(c)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분석    (d) 불루투스 무선통신

그림 11 원격제어용 자동화시스템의 네트워크 동작특성 분석

Fig. 11 Network operation performance analysis of remote 

controlling automation system

상기의 다양한 재해 발생 시뮬 이터를 통하여 제안한 원

격제어용 자동화시스템과 앙 리 컴퓨터는 각종 재해에 

한 경보신호 발생과 진압장비 구동용 릴 이 출력의 자동 

 원격 제어에 우수한 성능을 보 으며, 모니터링 로그램

은 고속, 고정   고신뢰성으로 양호한 동작특성을 보

다. 여러 차례의 반복 실험측정에 의한 시스템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제안한 방재용 자동화시스템의 장 용을 검증하기 하

여 지에 사용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1  수신기)에 

제안한 원격제어용 자동화시스템을 목시켜 실측분석을 실

행하 다. 그림 12는 기존의 P형 1  수신기에 제안한 자동

화시스템을 내장한 원격제어용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도를 

보인다. 그림 13은 RS232c 유선통신에 의한 P형 1  수신기

와 앙 리 컴퓨터와의 네트워크 성능검증을 한 실측장

치를 보인다. 모의 화재발생에 해 차동식 열감지기가 동

작하고 이에 따른 경보설비가 동작하 으며, 감지된 신호는 

원격제어용 자동화시스템에 수신되어 비상경보등과 비상표

지 을 작동시키고 원격지 앙 리 컴퓨터에 재해상황을 

알리고 모니터링 로그램을 구동시키는 일련의 동작원리를 

가졌다. 그림 14는 무선통신에 의한 P형 1  수신기와 앙

리 컴퓨터와의 네트워크 성능검증을 한 실측장치를 보

인다. 모의 가스 출 발생에 해 연소형 가스센서가 동작

하고 무선통신에 의해 모니터링 로그램에 가스 출 경보

음과 경보 표시등이 동작하는 양호한 성능을 보 다.

다양한 통신방식 용과 재해상황 시뮬 이터를 통하여 

제안한 원격제어용 자동화시스템의 우수한 용성을 확인하

으며, 여러 차례 실증분석을 통하여 동작성능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제안한 양방향 통신용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동작 속응성을 

측정하기 하여 각종 재해 상황에 한 인터럽터 발생시 자

동화시스템의 디지털 출력 형을 그림 15에 나타낸다. 각종 

재해 발생에 하여 제안한 자동화시스템은 평균 약 420ms 

～510ms의 동작 속응성으로 우수한 동작성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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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원격제어용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1  수신기) 구성도

Fig. 12 Configuration of AFDE (P-type one-class receiver) 

by remote control

그림 13 RS232c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동작특성 실증 분석

Fig. 13 Operation verification analysis of AFDE with RS232c

그림 14 무선통신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동작특성 실증 분석

Fig. 14 Operation verification analysis of AFDE with wireless 

communication

  

  <화재발생 인터럽터 발생시>   <주거침입 인터럽터 발생시>

  

<수 경보 인터럽터 발생시>  <가스 출 인터럽터 발생시>

그림 15 각종 재해에 한 제안한 자동화시스템의 응답특성 형

Fig. 15 Response characteristic waveforms of proposed 

automation system on various disasters

5.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원격제어용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고

속, 고정   소형 경량의 새로운 원칩형 PLD 마이컴이 

용되었다. 원칩형 PLD 마이컴 제어기는 지에 설치된 

재해 센서들을 통해 감지된 신호들을 분석하고 재해 장에 

설치된 방재용 구동장치들을 자동으로 작동시켜 재해를 신

속히 진압하고, 감지된 데이터들은 유․무선  이더넷 통신

에 의한 원격지 상황실에 송되어 긴  경보신호를 호출하

고 상황실의 앙 리시스템에 의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원격제어용 모니

터링 로그램은 LabVIEW 로그램과 멀티 테스킹 기법, 

양방향 제어 알고리즘으로 설계되어 원격지 서버컴퓨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 장의 진압 장비들을 원격으로 제어

시킬 수 있는 효율 이고 체계 인 재난 응 시스템을 가진

다. 제안한 원격제어용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여러 차례의 사

고 발생 시뮬 이터를 통하여 동작성능의 우수성이 입증되

었으며, 한 원격제어용 자동화시스템은 소형 경량과 고정

로써 경제  이 과 설치의 용이한 장 이 주어졌다.

본 시스템의 개발은 국민의 정서  안정과 인명  재산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활용 범 가 넓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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