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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도심지내 주거공간은 다세  거주공간으
로 변화하여 화재 발생시 연기 충전이 발생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피난경로와 연기의 유출 방
향이 동일하여 피난자의 연기 흡입 가능성이 매
우 높은 실정이다[1,2,3]. 따라서 도심지 거주공
간은 화재 발생시 규모 인명피해의 우려가 매
우 높다. 

도심지 주거공간과 같은 협소거주공간에서 화
재를 진압할 때는 화점 탐색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뉴욕소방서는 소방관 헬멧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구조 및 화점탐색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독특한 거주 환
경으로 인해 외국의 재난 탐색 및 구조 기술을 
그 로 도입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협소거주공간 탐색 및 구조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Ⅱ.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O/IR센서는 USB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외부 프로세서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아래 그림 1은 EO/IR 

CAM HW에 한 블록도이다. USB Hub IC를 
적용하여 열화상카메라와 EO카메라를 USB 인터
페이스 통하여 CPU에 카메라 영상을 전달한다.

그림 1. EO/IR 카메라 블록도

협소거주공간 진화를 위한 EO/IR카메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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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도심지내 주거공간은 다세  거주공간으로 변화하여 화재 발생시 연기 충전이 발생되는 특징
이 있다. 또한 피난경로와 연기의 유출 방향이 동일하여 피난자의 연기 흡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
정이다. 도심지 주거공간과 같은 협소거주공간에서 화재를 진압할 때는 화점 탐색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소방관 헬멧에 장착하여 화점 탐색에 활용할 수 있는 EO/IR센서를 구현하고 이에 한 동
작시험을 함으로서 향후 화점탐색센서 연구 및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BSTRACT

Recently, residential spaces in urban areas have changed into multi - family residential spaces. There is a 

feature that smoke is charged when a fire occurs here. Also, the evacuation route and the direction of the 

outflow of smoke are the same, and the possibility of inhaling the smoke of the evacuees is very high.

When fighting fire in a narrow residential space such as a dwelling in a downtown area, exploration is the 

most important. For this purpose, we implement EO / IR sensor which can be mounted on firefighter 's 

helmet and can be used for fire detection. By using the EO / IR operation test, we can derive the results that 

can be us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fire search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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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  험

EO/IR Cam에 +5V전원인가 후 DC/DC 전원 
출력과 부팅 순서에 맞게 전원이 공급 여부를 
확인한다. Main clock이 제 로 동작하는지 확인
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뒤 PC에서 AMCAP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IR영상과 EO영상이 출력됨
을 확인한다.

그림 2. IR센서 취득 영상

그림 3. EO센서 취득 영상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방관 헬멧에 장착하여 화점 
탐색에 활용할 수 있는 EO/IR센서를 구현하고 
이에 한 동작시험 결과를 도출하였다.

동작 시험 결과 EO와 IR센서의 해상도 차이
는 있지만 같은 사물에 한 가시광, 적외서 파
장 역의 정보를 보여줌으로서 향후 화재현장의 
화점탐색에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결론 내
릴수 있다. 본 결과는 향후 화점탐색센서 연구 
및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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