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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복합건축물의 수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초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초대형 재난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때

조기 경보를 통한 재난전조 감시용 센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고

감지에 있어 센서는 필수적이며, 실시간으로 유해물질의 농도를 기록하

고 분석하여 사고를 예측 및 대응 할 수 있는 도구이다. 명백히, 센서의

설치 개수가 증가 할수록 더욱 정확하고 빠른 감지가 가능해진다. 하지

만 이는 센서 당 감지 효율적인 측면과 설치 개수의 따른 비용증가를 초

래하며, 감지가 중복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적절치 못하다. 이에,

전체 비용을 줄이면서 센서의 감지 율을 높이기 위한 센서 배치의 최적

화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확산모델을 바탕으로 한 유해물질 별 확산도

를 바탕으로 한 센서의 감지 확률을 구함으로서 센서 배치 최적화를 수

치적인 계산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밖에 여러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단순히 수치적인 확률을 이용한 센서의 배치로 인

한 단점을 경험적 지식을 포함하여 보완 하고자 했다. 이 모든 것을 바

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감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센서

배치를 구할 수 있는 방법론은 formulation을 통하여 완성하는 것을 최

종 목표로 잡았다. 또한 Case study를 통하여 그 방법론의 전체적인 논

리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방법은 실제 화학공장에서도 추가적인 요

인을 첨가하면 복합건축물과 유사하게 적용 가능하며, 센서의 위치뿐만

이 아닌 설치 개수까지 전체 비용을 바탕으로 선정할 수 있어 매우 유용

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센서 배치도, 최적화, minimax, 사고 감지율, formulation

학 번 : 2012-2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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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센서 배치에 관한 연구나 설치 기준은 화재폭발 사고나 유해가

스 방출로 인한 사고를 다루는 데 있어 그 기여도나 중요성의 인식은 많

이 부족했었다. 화학공장이나 복합건축물과 같은 밀집지역에서의 사고가

발생시 1차 피해에서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피해로 번져 가는

도미노 효과는 엄청난 인명 손실과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데, 실제 사고

가 발생 후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커지면 더 이상 센서의 기능과 의미를

상실하며 재난 대응에 있어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센서의 설치의 목적이 사고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대응이기 때문에 올바

른 센서의 위치와 수가 필요하고, 이는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특히 복합건축물의 수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초기

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초대형 재난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에 때는 조기 경보를 통한 재난전조 감시용 센서의 역할이 중요해진

다. 사고감지에 있어 센서는 필수적이며, 실시간으로 유해물질의 농도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사고를 예측 및 대응 할 수 있는 도구이다. 명백히,

센서의 설치 개수가 증가 할수록 더욱 정확하고 빠른 감지가 가능해진

다. 가장 확실한 감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스센서를 천정에 무

수히 설치함으로서 감지 확률을 극대화 시키는 단순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센서 당 감지 효율적인 측면과 설치 개수의 따른 비용증가

를 초래하며, 감지가 중복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적절치 못하다.

전체 비용을 줄이면서 센서의 감지 율을 높이기 위한 센서 배치의 최적

화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센서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

어 사용자의 요구나 건물의 특성과 규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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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센서 설치 위치 방법론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확산모델을 바탕으로 한 유해물질 별 확산도

를 바탕으로 한 센서의 감지 확률을 구함으로서 센서 배치 최적화를 수

치적인 계산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밖에 여러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단순히 수치적인 확률을 이용한 센서의 배치로 인

한 단점을 경험적 지식을 포함하여 보완 하고자 했다. 이 모든 것을 바

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감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센서

배치를 구할 수 있는 방법론은 formulation을 통하여 완성하는 것을 최

종 목표로 잡았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경보수준과 감지하는 데까

지 걸리는 시간을 지정하여, 그 조건에 맞는 센서 배치를 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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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Background Theory

제 1 절 센서 배치의 고려 대상

1. 물질 특성

센서의 배치에 있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측정하고

자 하는 유해물질의 특성이다. 유해 물질마다 지니고 있는 물리적, 화학

적 특성은 사고를 예방하고 혹은 대응할 때 반드시 숙지될 필요가 있다.

먼저 유해물질의 밀도는 확산되는 가스의 방향을 결정짓는 변수이기 때

문에 상황 별로 고려하여 유해물질이 분포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

로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종류

는 64여 가지가 된다. 1)이 중 NO2, CO, SO2, NH3 등을 포함 4~6가지의

물질을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의 사고 시나리오의 감지 물질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선정된 물질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가장 흔히 방출되는 가스들

이거나 연구실에서 실험하기에 용이한 가스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그 이

유는 본 연구의 관심사는 물질 별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센서 최적

배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쉽게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물

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지 대상 물질은 가연성 가스와 같이

그 자체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보다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

을 때 초기에 발생하여 위험 감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물질을 후보로

하였으며, 개발되고 있는 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체 상태의 유해물질

을 대상으로 하였다. 복합건축물 내에서 바람과 같은 공기의 흐름이 없

다고 가정 하였을 때, 유해 가스 중 6가지를 예로 각각의 물질 별 물리

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윤인섭 외, 재난전조 감시용 센서 및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최종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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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CO CO2 NO2 SO2 NH3 HCN

분자량(g) 약 29 28.01 44.01 46.01 64.07 17.03 27.03

밀도
(kg/
m3)

0 
℃

1.292 1.250 1.977 - 2.926 0.769 1.205

20 
℃

1.204 1.165 1.842 3.394 2.279 0.717 1.123

비중 1 0.967 1.519 2.62 2.264 0.59 0.93

표. 1-1 가스 별 물리적 특성

선정된 유해물질은 예외적으로 공기보다 가벼운 NH3의 경우도

있었지만, CO, HCN과 같이 대체로 비슷하거나 CO2, NO2, SO2처럼 무거

운 기체들도 있었다.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5종의 물질의 평균 밀도는

약 1.7 kg/m3이므로 공기보다 다소 무거우므로 정체된 공기에서는 선정

된 유해물질이 공간의 아래쪽에 분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지대

상 유해물질의 밀도가 공기보다 낮은 경우 공간의 상부, 반대로 밀도가

공기보다 높은 경우에는 공간의 하단부에 설치를 하거나 사람의 평균 호

흡에 영향을 미치는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유해물질의 발생 상황이 화재와 같은 공기의 유동이 큰

상황의 경우, 단순히 유해가스의 밀도가 높다는 이유로 센서를 바닥에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본 연구의 대

상이 되는 복합건축물에서는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 시에는 고온의 조

건이므로 대부분의 기체 밀도의 영향보다는 공간의 상층부로 확산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센서 부착 위치 선정을 위

해서는 물질의 확산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나리오에

대한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한 기체 유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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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이는 광운대학교에서 연구한 대상 물질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센서의 설치에 있어 감지대상

유해물질의 효과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천장 혹은 그에 준하는 위치가 적

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물론, 화학공장과 같은 사고발생시 폭발

과 같은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될 장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

무적으로 장치 당 특정 기준에 맞추어 센서를 설치하게 되어 있도록 되

어 있지만, 일반 복합 건축물에서는 위와 같은 장치를 다루지 않으므로

센서를 바닥이나 중간높이에 달아야 할 필요성이 적다.

즉, 달궈진 공기에 의해서 밀도가 높은 유해가스의 경우도 하단

에 분포될 확률보다 상부에 확산되어 분포되어 있을 확률이 더욱 높기

때문에, 센서를 천장에 가까운 쪽에 설치하는 것이 유해가스 감지에 효

과적이다. 단, 좁은 공간에서 천정의 모양이 평면이 아닌 뾰족하거나 돌

출된 형태의 천장에는 고온의 공기가 특정 부분에 갇히거나, 유해가스가

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천

장에서 다소 떨어진 위치에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NFPA 72 (Fire Alarm and Signaling Code) 에서는 경사진 천장의 경우

꼭대기에서 10cm 이내에 센서를 설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참

고하여 향후 센서 설치에 가이드에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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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누출 가능성

사고가 발생하기 높은 곳을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센서 위치를

선정하는데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부지 면적에 사고 빈도

수가 높은 장치나 가구가 있을 시에는 그곳을 중심으로 센서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이 가스 감지 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된 많은 통계

적 자료나 factor들이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

치에 따른 위험도를 산술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이는 경험에 의한 사

고 통계자료에 근거 하고 있으며, 장치나 물질의 이상 도나 운전 오작동

및 오류의 확률, 혹은 그로 인한 사고나 조성변화 등을 고려하였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건물 내 벽지의 재질의 특성

이다. 비록 화재가 발생하였고 연소 물질이 가연성이 아니어서 그 피해

규모나 화재 확산속도가 느리더라도, 주변 인테리어의 물질이 가연성이

고 특히 대부분의 벽지의 경우 화재 시 SO2와 같이 위독성 가스 발생

시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센서의 설치 개수

나 위치를 참고하여야 한다. 또 암모니아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치나,

주차장과 같이 이산화질소의 발생 가능성이 큰 공간에도 센서 간격이 좁

아질 필요가 있다.

3. 환경적 요인

화학공장에서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확

산은 바람, 온도와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바람은 확산의 방향을 큰

영향을 행사하며, 실제로 바람의 세가와 방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많은

연구들이 수많은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바람과 같은 환경

적 요인은 대기확산을 예측하는데 있어 절대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복합건축물의 경우 실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은 적

지만, 이밖에 초당 유해가스의 누출의 양이나 실내의 온도나 습도를 고

려할 수 있다. 누출의 양은 유해가스의 확산 세기나 속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온도는 높을수록 확산의 속도가 비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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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A

완만하고
평평한 천장

B
보가 있는 천장

C
경사진 천장

감지기 간격 -9.1m
-감지기 당 반경
6.4m의 면적

-A와 같은 간격
(보의 방향)

-A의 ½ 간격 (보
의 수직 방향)

-벽면에서
0.9m

떨어진 곳으로
부터 A의 간격

적용

특기사항
벽, 송풍장치
등으로부터
이격 거리 명시

천장의 높이, 보의
깊이에 따라 변동

천장의 경사
방향에 따라
조절

4. 접근성과 유지 관리 문제

마지막으로 센서의 설치 위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접근

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스 센서는 주기적으로 보정, 시험, 청소,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작업이 필요함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센서를 설

치할 경우 유해물질에 대한 경보 미발령이나 오보가 일어날 수 있다. 따

라서 유지관리에 용이한 곳에 센서가 위치할수록 더 좋은 배치라고 할

수 있다.

5. 관련 기준 참조

2)국내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등이

있으며, 3)국제 규제 기준으로는 미국에는 NFPA 72, 영국 BSI, 캐나다

CEC등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각 화학공장의 회사마다 나름대로의 센

서 설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NFPA 72: National Fire Alarm

and Signaling Code의 경우 가스 감지기에 설치에 대한 내용은 천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2 모양별 센서 설치 기준

2)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사례 통계 및 가스감지기 관련법규, 2013

3) http://www.ep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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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수준 위기 상황 설명

관심 (Blue)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상

태

주의 (Yellow)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경계 (Orange)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심각 (Red)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확실시 되는 상태

제 2 절 센서 감지 기준 제시 및 경보단계 설정

선정된 감지 대상 후보 물질 및 허용 농도 기준, 농도 별 인체 영향 분석

을 바탕으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네 단계로 설정하였다. 각 단계는 청색,

황색, 주황색 및 적색의 표지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위기상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표. 2-1 경보 수준별 위기 상황

유해물질의 농도에 따른 경보 수준을 위와 같은 4단계 체계에 적용하여, 위해 수

준에 따라 적절한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물질의 특성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정도를 시간을 기준으로 경보 단

계를 구분하였다. 먼저 ‘관심’ 단계는 일반적인 대기 중 또는 위험상황이 아닌 실

내에서 검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농도 범위의 상한선 또는 센서의 감지능력을

고려한 근처 값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실내에서 약 0.5~5

ppm 이므로 5 ppm을 ‘관심’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NO2, SO2 등은 정상적인 상

황에서 ppb 수준의 미량만 존재하므로 0.1 ppm 에서 ‘관심’ 경보를 발령하도록

했다. ‘관심’ 단계 이외에는 장시간(8시간 이상), 단시간(1시간 이내) 노출 및 노

출 즉시(15분 이내)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농도를 각각 ‘주의’, ‘경계’ 및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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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ppm) CO NO2 SO2 NH3

경
보
수
준

관심 5 0.1 0.1 0.1

주의 15 0.5 2 2

경계 100 2 5 15

심각 600 10 50 150

단계로 설정하였다. 단, 인체 영향성보다는 화재, 폭발 등의 사고 초기 감지 목적

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의’ 이상의 단계는 인체 허용 농도 기준보다 낮은 수치

(50% 내외)를 경보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상황에 따라 4단계가 아닌 단일 경보

수준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상태의 농도를 벗어나면 ‘주의’ 경

보를 발령하도록 설정하였다. 물질 별 자세한 경보 수준은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

표. 2-2 경보 수준별 유해물질 농도 기준

마지막으로는 설정된 단계별로 발령할 경보의 내용 및 형태 등을 구성

하였다. 앞서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의 설정 근거에서 알 수 있듯이, ‘관심’ 단계는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인체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대형복합시설물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대피 시 혼란 등을 고려하여 안전 관리자에게만 경보를 발령하여

대응 준비를 하도록 한다. ‘주의’, ‘경계’ 및 ‘심각’ 단계는 실제로 화재 등이 발생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간에 따라 인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

관리자 및 시설물 이용객 등에게 모두 경보가 전달되어 피난 등의 대응활동이 이

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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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농도에 따른 물질별 위험도

1. 일산화탄소 (CO)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이다. 헤모글로빈과 만나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을 만들어냄으로써 강한 독성을 나타낸다. 667ppm

정도에서 50%의 헤모글로빈이 카르복시헤모글로빈으로 변한다. 이는 발

작과 혼수상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더 자세한 농별 위험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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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ppm)

경보 수준 설명

0.5-5 관심 일반적인 대기 중 농도

83 주의 개인 CO 경보 기준

125 경계 작업장 CO 경보 기준

200 가벼운 두통, 불쾌함

400

-

800

두통, 구토, 어지러움, 혼절

1000 심각 　

　

　

　

　

심장의 떨림,

비틀거림,

혼절

구토

　

　

　

　
1200

1500

1600

2000 정신혼동, 두통,

메스꺼움, 의식

불명

2500 　 　

3200 의식 불명, 두통과 어지러움, 사

망 위험

　

표. 2-3. CO의 농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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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산화질소 (NO2)

이산화질소에 많이 노출이 되었을 경우 섬유성 패쇄기관지성염,

폐암을 일으킨다는 급성 피해증상이 있으며 주로 기관지염, 폐기종 및

폐렴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킨다. 이산화질소는 혈색소와는 친

화력이 강하며 용혈을 일으키는 것이 특이하다. 이산화질소는 적갈색으

로 무색의 NO보다 독성이 5∼7배 강하며, NO2, NO 다 같이 대기 중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단독으로 독성을 가진다. 다음 표2 은 ppm 농도

단위에 따른 위험 및 증상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0.5ppm미만에서는 일반적인 대기 농도로 특별한 위험은 없으나

1ppm 이상만 넘어가게 되면 두통 및 어지러움을 유발하며 환자를 불안

정하게 만든다. 5ppm 이상은 질식의 위협 메스꺼움을 일으키며 20ppm

이상에서는 1시간 정도의 노출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100ppm이상

에서는 흉부에 강한 압박감과 기관지염을 일으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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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도

(ppm)
경보수준 설명

0.02-0.08
관심

일반적인 대기 중 농도

0.2-1
　

0.5
주의

1 두통, 어지러움, 불안정

3

경계

　

5
질식의 느낌, 메스꺼움

10

12

심각

　
15

20 1시간 이내 사망 가능성

30
　

50

100 흉부 압박감, 급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사망 가

능성200

표. 2-4. NO2의 농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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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산화황 (SO2)

아황산가스는 천식까지 진전될 수 있으며 눈에 대한 자극이 있

다. 또한 이산화질소와 유사하게 기관지염, 폐기종 및 폐렴 등과 같은 호

흡기 질환을 유발시킨다. 자극성 있는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이고 인체

의 점막을 침해하는 독성이 있다. 짙은 기체를 흡입하면 콧물, 담, 기침

이 나며 목구멍이나 가슴이 아프고, 호흡이 곤란해진다. 다음 표3은 ppm

농도 단위에 따른 위험 및 증상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5ppm에서 노출은 코와 목 그리고 기관지를 마르게 하며 6~8ppm

사이에서는 호흡량을 감소시킨다. 10ppm에서는 콧물과 재채기 눈 충혈

이 일어나며 20ppm 에서는 기관지 경련이 일어난다. 50ppm 에서는 외

상은 없지만 30분 이내로 극도의 불쾌감을 주며 1000ppm 이상 일 때는

10분 이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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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도

(ppm)
기준 설명

0.01 이

하
관심 일반적인 대기 중 농도

0.3

주의
맛에 의한 감지0.75

1

2
냄새에 의한 감지

3
경계

5 모세기관지 수축, 기관지 내 공기 흐름 방해

6

심각

호흡량 감소, 기도가 부음
코와 기도 자

극

8

10 　 눈 및 호흡기

에 심한 자극,

재채기, 기침,

기관지 경련

12 　

15 　
　

20 　

30 　

50 심한 불쾌감, 외상은 없음

400 　 폐와 성문에

부종, 사망 가

능성500 심한 불쾌감, 호흡 시 고통

1000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 　

표2-5. SO2의 농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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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는 화학식이 NH3로, 무색으로 냄새가 자극적이며, 냉각

에 의하여 액화된다. 물에 녹아 수산화 이온을 내는 염기성 물질이다. 또

한 암모니아는 점막을 상하게 하므로 사용 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암모

니아 역시 독성을 띄며 호흡 및 피부 접촉시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다

음 표4는 ppm 농도 단위에 따른 위험 및 증상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암모니아 증기를 흡입 시에는 호흡기에 불편을 일으킨다. 고농도

에서는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 폐 질환과 부종 및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5000ppm에서 인체에 치명적이다. 만약 섭취할 경우에는 매우

위독하여 식도와 위장에 구멍을 낼 수 있고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액체로는 3-4 mL만 마시게 되어도 위독하다. 피부 접촉 시에는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고 눈에 이상이 온다. 심각한 경우 영구적인 시야 손상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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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도

(ppm)
기준 설명

0.006-0.0

2
관심 일반적인 공기 중의 농도

25 이하 주의 눈과 호흡기의 경미한 자극

25 경계 　 냄 새 에 의

한 감지한

계, 눈과

점막 자극

　 　

30

심각

　 　 　

35 　 　 　

50 　 눈 꺼 풀 과

기도 자극,

결 막 염 과

구토

　

100 　
기도 자극

　

150 　
심한 자극,

사망 가능

성

　

160 　 　 　

300 　 　 　

400 　 　 호 흡 기 와

눈에 심각

한 자극

500 　 　

700 　 　 　

1100 　 　 　 　

5000 이

상
질식 또는 후두 경련으로 인한 즉사 가능

표2-6. NH3의 농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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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Methodology

지금까지 선정된 4가지 가스 물질의 농도별 위험 수위와 기타 여러

문헌을 통한 센서의 최적 위치에 관한 연구를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경

우 사고의 위치를 임의로 지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농도의 확산을 통한

센서 배치를 하였다. 하지만 이럴 경우 예측하지 못한 곳의 사고가 일어

났을 때는 효율적으로 감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

람의 실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높은 곳을

기준으로만 센서를 달게 하는 여러 방법과 규제들은 완전한 안전을 고려

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경

우에 가스 감지 율이 가장 높은 센서 배치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1. 최적의 센서 배치 formulation

위와 같은 단계를 걸쳐 최적의 센서 배치도를 구하였으며, 이 절차는 4)

CPQRA에 있는 안전 알고리즘을 참조하여 만들었다.

4) Guidelines For Chemical Process Quantitative Risk Analysi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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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Hazard Identification

최적의 센서 배치에 있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스 센

서의 감지 대상 물질의 선정이다. 시중에는 수많은 종류의 그리고 각각

다른 능력과 가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센서를 설치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은 물질을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고 그 물질을 최대한 많이 감지 할 수 있는 센서를 선정해야 한다

는 것이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검출되는 것은 CO,

NO2, SO2, NH3 이렇게 4가지이다. 수많은 센서들은 위 4가지 물질 중

적어도 하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 CO는 화재경보기에 있

어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다. 그만큼 많이 발생 되며, 실제 수많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이유 중 하나로 CO로 인한 호흡곤란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감지 대상 물질을 CO로 정하였으며, 기타 가스 물질에 대해서

는 고려하지 않았다.

앞서 연구 되었던 CO의 농도 별 위험도는 실제 사고가 일어났

을 때 상황의 심각 도를 수치적으로 이해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

으로 센서의 반응시간은 물질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30초미만 혹은 1

분을 기준으로 잡는다. Formulation을 위한 감지 대상 물질의 선정은 화

학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바탕으로 정해져야 한다. 전 단원에서

언급하였듯이 독성 물질은 농도 별 마다 인체에 다른 영향을 주는데 특

히 염소에 있어서는 극히 소량에서도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준다.

누출된 양의 선정은 공장이나 부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학교 연구실이나 과학 연구소 같은 경우 화염 성 혹은 독성가스를 다

루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로 인해 가스 유출이나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센서는 30~90초 사이에 감지가 이루어 져야 만 신속한 사고 대처가 가능

하다. 가스 감지 시간은 유출된 농도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센서의 성

능이 좋을수록 짧아진다. 현실에서는 실내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부

분의 경우 소량의 화재나 누출로 시작하여 점차 규모가 커져 심각한 재



- 20 -

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대부분의 재난은 1분내사고 진압

부족으로 피해가 커지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센서의 감지 시간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감지 하고자 하는 가스의 종류가 정해지

면 그 다음으로 어떤 농도 값에 경보를 울리는 지정해야만 한다. 감지

대상 물질의 측정 농도가 낮을수록 감지 시간이 짧아 질 수 있는데, 현

실에서는 아직 저 농도에 가스를 감지 할 수 있는 센서는 상용화하기에

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4가지 농도

기준 중 가장 낮은 관심으로 경보 알림 설정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계와 심각수준 사이의 농도를 경보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건물의 크기, 규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5)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가장 이상적이 최소 감지 시간은 30초 이상 1분 이하를 만족

하고, 감지 농도 기준은 주의와 경계 사이의 농도범위 안에 선정하였다.

5) Dariusz Ucinski, "Optimal sensor location for parameter estimation of

distributed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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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Local Information

그 다음으로는 센서의 설치의 도면에 관한 정보를 분석할 필요

가 있다. 건물의 구조에 따른 기체의 확산의 경로와 혹은 면적에 따라

최적의 센서 조건이 달라 질 수 있는데, 보통의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비슷한 구조의 다층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최적의 센서 배치도

는 각층마다 동일하고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높이

가 일정한 정육면체의 구조로 매우 단순하다. 본 연구에서는 높이가 일

정한 정육면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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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센서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의 확

산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는 6)Gaussian plume 이나 puff 모델 등이 있는데, Gaussian

plume 모델은 기체의 거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써 많은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 기체의 거동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기체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확산과 바람

과 같은 이류의 영향, 즉 외력에 의해 변화된다. 또한 기체의 확산과 농

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 일반적으로 순간 분출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지역의 농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수들을 수학적으

로 표현한 확산 모델을 바탕으로 특정 부지에 최적의 센서 배치를 위한

연구하고자 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물질전달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표현된다.




 ∇·   (식. 3-1.)

S(x,t) [kg/m3s]는, 물질의 발원지 및 시간과 부피에 따른 양을 나타내며,

J(x,t)는, 물질의 flux 로서 본 연구에서는 오염물질의 확산도로 표현될

수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이류와 확산에 대한 언급을 더하자면, 이류는

외력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기체를 이 외력의 흐름의 방향으로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반면 확산은 주변 농도와

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동하여 평형을 이루고자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평형에 도달했을 때,

즉 더 이상 농도의 차가 없을 경우,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부터 random

motion을 취하게 된다. 물질 보존의 법칙과 Fick’s law을 시작으로 유도

된 Mass flux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6) John M. Stockie, "The mathematic of atmospheric dispersion modelli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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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3-2.)

위 식은 주어진 가정과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데 본

연구는 건물 내에서의 센서 배치 최적화임으로 실외의 경우와는 조금 다

른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사용된다.

Assumption

1. 확산은 특정 공간의 한 점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2. 대상 공간에서는 바람과 같은 이류가 없다.

3. 대상 기체의 확산도는 일정하며 방향과는 상관이 없다.

위 가정들을 바탕으로 한 기체 확산 모델의 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식. 3-3.)

Boundary Conditions

C->0 as t->∞, all x, y, z

C->0 as t->∞, all x, y, z except x=x0,y=y0,z=z0

7)위 초기 조건을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최종 확산 모델의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exp




·





 



(식. 3-4.)

Q = 누출된 가스의 양 [kg]

7) Richard, "An analytical model for the transport, dispersion and elimination

of air pollutants emitted from a point source",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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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기체의 확산도 [cm2/sec]

T = 시간 [sec]

x0, y0, z0 => 기체 발생원의 위치

8)이것이 건물 내의 화재 사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체 확산 모델의

수학적 표현이다. 이를 좀 더 단수하게 표현된 식은 다음과 같다.

  · exp  (식. 3-5.)

위 식을 기본으로 본 연구의 센서 배치를 찾는데 적용할 것이다.

8) Steven R. Hanna et al.,"Handbook on Atmospheric Diffusio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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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nsor location Problem (SELP)

화학공정의 센서 배치에 관한 연구는 주로 CFD를 바탕으로 한

가스 확산의 결과를 통해 많이 이루 졌으며, 최근에는 보다 더 정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까지 고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이 많이 개발이 되었

다. 비록 이 툴들은 화학공정과 같이 공정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유기적

체계가 있는 경우 매우 유용하지만 아파트나 일반 건물들의 경우에 적용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화학공정의 경우 각각의 장비의 가격과 그 장비

가 이루고 있는 사고 위험도는 일반 복합건축과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

움이 있으며, 9)또한 대부분의 툴들은 사고 발생원을 지정하고 시뮬레이

션을 돌린다. 또한 화학공정의 경우 센서의 설치비는 공정의 설치비용에

비해 아주 작으므로 현실에서는 충분한 숫자와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설

치한다. 그러나 복합 건축물의 경우 각 층과 방에 차지하는 가구나 도구

들의 위치를 예측할 수 없고 화학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발성이 있는

제품들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수는 화학공정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수보다 월등히

많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지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센서를 사고 발생률이 높을 것 같은 곳에서만 설치한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 사고가 어느 곳에 일어나더라도 적은 시간에 위험을

감지 할 수 있는 센서 배치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배치 방법론을 핸

드폰이나 인터넷 공유기를 위한 센서 배치법을 본 가스 센서 배치에 적

용하고자 한다. 간단히 소개하면, 센서의 최적 배치를 센서가 송신기로부

터 신호를 탐지할 확률을 바탕으로 센서의 배치를 설치하는 방법인데,

본 연구의 경우 사고가 주어진 영역 안에 발생 했을 때 가스 감지율이

가장 높은 센서의 배치를 찾음으로써 사고 피해 발생률을 줄이고자 한

다.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가스 센서가 유해가스를 감지 할 확률의 표현

9) Eisaburo Miyata et al.,"Optimization of Gas Detector Locations by

Application of Atmospheric Dispersion Modeling Tool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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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하기 위해 발생원과 센서로부터 거리에 따른 농도변화 및 가스 감

지 확률변화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림. 3-2. 거리에 따른 감지 확률 변화

그림.3-3. 거리에 따른 유해가스 감지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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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리에 따른 가스 탐지 확률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유해 가스의 농도는 발생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로 낮아지는데,

이를 통해서 가스 탐지 확률과 유해가스 농도변화와는 비례 관계임을 찾

을 수 있다. 먼저 간단히 표현된 가스 탐지 확률과 유해가스 농도 변화

식은 다음과 같다.

Simplified Detection Probability Simplified Concentration Profile

  · exp ∝  · exp 

실제 P와 C의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험 자료를 근거로 한 변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3

가지의 경우의 수 중 하나와 유사한 형태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고려해

본 후 linearly proportional하다고 최종 가정하였다.

그림. 3-4 유해가스 감지농도에 따른 센서 감지 확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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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mption

1.≅· (Linear)

2.P=1 at d=0

3.Same Exponential Decay Ratio

위 가정을 고려한 수정된 유해가스 감지 확률은 다음과 같다.

  · exp  (식. 3-6.)

하지만 d=0일 일 경우, 즉 센서와 사고 발생원의 위치가 동일할 때는 감

지률은 1 이므로 ∝는 1과 같고 β는 Concentration profile에서

Exponential Decay Ratio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유해가스 감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모든 parameter들을 지정하였다.

10)일산화탄소의 경우 의 값은 0.0512 임으로 센서와 사고 발생원과의 거

리에 따른 가스 감지 확률은

  exp  (식. 3-7.)

이다.

10) Marrero et al.,"Gaseous Diffusion Coefficient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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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ni-maximization Of Undetected Probability

11)특정한 부지면적에서 사고위치와 센서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

는 상태에서 최적의 센서배치를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제안

될 수 있다.

minmax
  



   (식. 3-8.)

  ∈ : Event location(s)

X : Sensor location(s)

p(z) : Event Probability

m : #sensor

 
 



Π(d)= exp  : detection probability for CO

사고 감지가 가장 안 일어날 확률의 최댓값을 최소화 하는 센서의 개수

와 위치를 찾는 것으로 nonlinear convex programming problem이다. 먼

저 임의로 지정된 센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사고를 감지할 확률이 가장

적은 사고 발생원의 위치를 구한 후, 또 다시 그 발생원을 기준으로 기

존의 센서 배치를 바꾸어 사고 감지 실패율을 줄이는 방법이다. 위 방법

을 반복하다 보면 유해가스 감지율의 최솟값과 최소일 때의 센서 배치까

지 결과가 나오게 된다.

11) Tom M. Cavalier, et al.,"A heuristic algorithm for minimax sensor

location in the plan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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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에 필요한 가정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The event occurs with equal probability anywhere in the region S

2. All sensors are in perfect working order

3. The sensors operate independently of each other

4. Non-detection probability must be less than 0.005 (= 99.5%

detection)

사고 발생원은 사용 부지 면적의 모양과 영역 안에서 일어나며, 각각의

센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오작동 없는 상태를 가정

하였다. 이론적으로 사고 미감지율이 0%인 센서 배치를 구하는 것이 모

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안전한 배치이나 본 연구에서 표현 되는 확률의

식은 0% 미감지율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센서와 사고 발생원과의 거리가

무한대에 가까워야 함으로 사고 미감지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사고를 감지 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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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straint: Maintenance Zone

Constraint의 경우 벽면과 센서와의 거리, 백열등과 센서와의 거리,

출입문으로부터 센서와의 거리등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센서간의 최소거리를 유지 하도록 constraint를 잡았다. 12)센서간의 거리

는 x, y좌표 차의 절대 값을 합으로 유지하였고 사용자의 조건에 따라

조절 할 수 있다.

 ≻ 

    ≠ 

그림. 3-5. Euclidean Distance

12) Charalambous,"Iterative algorithm for the multifacility minimax location

problem with euclidean distance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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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Cost Minimization

일반적으로 센서의 설치 개수가 늘어날수록 가스 감지가 일어날

확률은 높다. 하지만 단순히 가스 감지 확률만 늘리는 것은 매우 비효율

적일 뿐만이 아니라 센서의 설치비용에 대한 증가로 전체 비용이 증가하

는 결과를 초래 한다. 따라서 안전성을 만족하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

는 최소의 센서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센서

설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나열한 후 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목

적 함수로 잡으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Objective Function

min


  



·





첫 번째로는 센서의 개수가 증가 할수록 설치해야 하는 센서의 값과 비

용이 추가적으로 들고, 두 번째로는 각 건물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경

우를 대비하는 보험 비용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목적함수에서는 상수로

작용함으로 최적화 단계에서는 생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발생

시 부담하게 되는 피해금액이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앞서 설명한 사

고 미 감지율의 식을 통해 얻어 질 수 있는데, 수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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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bability of Accident


   det  

사고 미감지율이 0.5% 이상인 영역의 넓이를 계산한 후, 전제 부지 면적

으로 나누게 되면, 특정 부지 면적에 대하여서 가스 감지기의 미 감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13)이를 각 사고 당 피해 손실

금액을 곱하면 센서의 개수에 따라 평균 피해 예상금액을 구할 수 있다.

3. Average Loss Per Accident




 

14)2013년도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있는 연도별 화재통계 자료

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 건 수당 피해금액은 일천 오백만원

이었다.

13) EPA, “RMP Consequence Analysis", 2009

14)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센터-화재통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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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Formulation of Gas Sensor Location

15)위 모든 것을 matlab을 이용하여 정리하여 목적함수의 최적화

를 통해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센서의 개수를 찾을 수 있고, 이때의

센서 배치도를 구할 수 있도록 formulation을 하였다. 이를 Case study

를 통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 해 보고자 한다.

15) Ekkehard Holzbecher, “Environmental modeling using MATLAB”,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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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Case Studies

제 1 절 정사각형 부지에서의 센서 배치 최적화

복합 고층 건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 모양으로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들 수 있다. 먼저 정사각형의 경우 특별히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위치가 없을 때 센서를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가

장 이상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센서의 개수 2개부터 하나씩

증가 할 때 마다 최적의 센서 배치가 어떻게 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

다. 이에 앞서 언급한 방법을 적용하여 센서의 개수 마다 얻을 수 있는

각각의 배치를 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몇 개의 센서를 설치했을 때 최소

의 기회비용을 들이는 지 알아 보고자 한다. 먼저 정사각형 모양의 부지

의 설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규격: 10m 10m 2.2m

16)가로 세로 10m로 동일하며, 천정의 높이가 2.2m로 동일한 일반 아파

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2평 넓이의 방을 기준으로 case study를 하였

다. 제3장에서 언급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최적의 센서 배치도를 알아보

고자 한다.

16)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한국화재보험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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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서 개수 별 가스 감지 확률의 변화

먼저 센서가 하나일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센서가 1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1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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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면, 임의의 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스를 감

지 할 확률이 가장 놓은 곳은 정중앙인 (5,5) 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센서를

설치 할 때 최적의 센서 위치는 확률적으로 유해가스의 감지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면적의 (무게) 중심과 같다. 그림. 4-1.을 보면 사각형의 모퉁이에

가스 감지 실패율이 가장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가스 감지 실패율

의 면적이 가장 적게 나오는 곳이 최적의 센서 배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센서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미감지율이 낮음을 나

타내는 파란색의 영역이 늘어감과 동시에 미감지율을 의미하는 빨간색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 최대값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센서

의 개수에 따른 사고 확률과 센서 배치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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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센서가 2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10x10m2]



- 39 -

그림. 4-3 센서가 3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1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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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센서가 4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1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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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센서가 5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1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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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센서가 6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1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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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센서가 1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10x10m2]

그림. 4-8. 센서가 2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1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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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센서가 3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10x10m2]

그림. 4-9. 센서가 4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1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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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센서가 5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10x10m2]

그림. 4-11. 센서가 6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1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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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

Location

1 5,5

2 0.33,5.7 0.66,5.1

3 1,1.28 5.1,7.56 9.3,4.14

4 2.11,8.9 4.3,1.23 7.4,2.87 9.1,6.47

5 1.34,7.0 3.0,3.37 5.71,1.1 7.0,7.54 9.17,5.5

6 1.1,1.72 2.7,3.93 3.37,9.2 4.98,0.4 7.03,5.2 8.7,7.85

표. 4-1. 센서의 개수 당 최적의 센서 배치도

센서의 개수 1~6개일 때의 센서 배치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 본 결과에

서는 센서의 개수에 따른 사고 미감지 확률의 분포도의 변화와 배치도만

확인이 가능하고, 몇 개의 센서를 설치해야 하는지를 설명 할 수 가 없

다. 센서의 개수가 무한일수록 사고 미감지 확률이 0에 근접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센서의 설개개수 당 예측되

는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최적의 센서 개수와 배치도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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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st Minimization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할 때 고려 되야 할 것은 바로 센서 개수에 따른

사고 발생률과 이로 인한 예상사고 피해 금액의 관계이다. 사고 발생률

이 적어진다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는 피해 비용이 감소함을 의

미한다. 이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최적의 센서 배치도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센서의 개수에 따른 사고 발생률 변화는 다음 그래프와

표와 같다.

그림. 4-12. 센서 개수에 따른 사고 발생률 변화

센서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률을 급속하게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센

서가 1개 있을 때는 최대 미 감지율은 35% 이었으며, 2개 일 때는 4%

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센서 3개부터 6개

까지 발생률은 거의 비슷하고 0%와 매우 근접하게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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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센서 개수에 따른 비용 변화

반면 센서의 설치비는 CO를 기준으로 시중가 평균 200$로 책정 하였으

며, 센서의 설치 개수가 적을수록 전체 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위 두 가

지의 비용을 합치었을 때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4. 센서 개수에 따른 사고 발생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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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설치 개수가 3개일 때 전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센서 설치 개수가 3개일 때까지는 사고 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비용이 줄어들다가, 그 이후부터는 센서 당 사용되는 설치비가 사

고 발생률 감소로 인한 전체 비용 감소 값 보다 그 크기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총 전체 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0x10m2면적의

부지에서 최적의 센서 배치도와 최소의 센서 개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5. 최적의 센서 배치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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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직사각형 부지에서의 센서 배치 최적화

또 다른 복합 고층 건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 모양으로는 직사각형

의 모양으로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정사각형 모양의 경우와 유사하게

했을 경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센서 개수 별 가스 감지 확률의 변화

먼저 센서가 하나일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5. 센서가 1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2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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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센서가 1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20x10m2]

예상했던 데로 임의 지점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스를 감지 할 확률

이 가장 높은 곳은 10,5 중앙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센서의 개수에 다

른 사고발생률은 다음 그림과 같다.



- 52 -

그림. 4-17. 센서가 2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2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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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센서가 3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2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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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센서가 4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2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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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센서가 5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20x10m2]



- 56 -

그림. 4-22. 센서가 5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2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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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 부지에서의 모양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센서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파란색의 영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총 6개의 센서 각각의 최적의 배치도와 사고 발생률 그래프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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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센서가 1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20x10m2]

그림. 4-24. 센서가 2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2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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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센서가 3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20x10m2]

그림. 4-26. 센서가 4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2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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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센서가 5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20x10m2]

그림. 4-28. 센서가 5개일 때의 사고 미 감지 분포도 [20x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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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Location

1 10,5 　 　 　 　 　
2 4.7,8.92 13.9,3.1 　 　 　 　
3 1.57,6.8 16.26,9 9.54,1.2 　 　 　
4 13.47,6. 14.6,2.7 6,3.3 3.95,7.4 　 　
5 8.6,0.52 16.4,5.1 1.6,6.98 13.1,2.3 5.31,8.77 　
6 9.3,9.91 16.5,7.6 13.5,2.8 5.59,5.5 19.7,4.31 1.1,1.86

표. 4-2. 센서의 개수 당 최적의 센서 배치도

제1절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은 직사각형 모양의 부지의 센서배치도는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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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st Minimization

그림. 4-29. 센서 개수에 따른 사고 발생률 변화

1절에서의 정사각형 면적보다 부지면적이 2배 넓은 직사각형의 경우 사

고 발생율 변화는 더 작았다. 센서가 1개일 경우에는 사고 발생률이 대

략 62%로 절반 이상으로 매우 위험한 생태였으며, 센서를 2개인 경우에

도 사고 발생률은 38%로 다소 줄었으나 정사각형일 때만큼 급격하게 감

소하지 않았다. 센서의 개수가 4개일 때부터 사고 발생률이 안전할 수준

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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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센서 개수에 따른 비용 변화

그림. 4-31. 센서 개수에 따른 사고 발생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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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x10m규격의 직사각형 부지 면적의 경우 센서가 4개일 때 최소의 비

용으로 최대의 안전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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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센서 설치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항목들과 대기 확산

모델을 적용한 최적의 센서 배치도에 관한 연구를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센서 배치에 있어 사고지점을 사전에 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

과를 바탕으로 선정하거나, 경험에 의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규제 및 기

준을 바탕으로 센서의 위치를 선정하였으나, 이는 모든 부지 면적의 사

고를 다룰 수 없으며, 얼마만큼의 센서가 필요한지부터 그 경제성을 제

시 해주지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기존

에 있는 방식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최적의 센서 배치를 제안 하였으며,

이를 case study를 통하여 그 방법론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먼저, 여러 문헌 조사를 통해, 가장 기본이 되는 센서 배치의 규제의 항

목들을 분석하여 참조 하였고, 유해가스의 확산과 거동을 표현한 대기

확산 식을 바탕으로 센서와 발원지의 거리에 따른 감지 율을 표현 하였

다. 그 다음, 사고 위치를 임의로 지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최적의 센서

배치를 구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사고 위치에서도 안전 기준을 만족하

는 센서의 개수와 위치를 센서가 가스를 발원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센

서 감지 확률을 이용하여, 센서의 미감지율의 최대값이 최소가 되는 센

서의 위치를 찾는 방법으로 해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센서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센서의 개수에 따른 사고 확률의 변화와 그러 인한 예

상피해 금액의 절감 속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총 비용이 최소인 경우의

센서 개수를 구하였다. Case study로는 32평의 정사각형 부지와 64평의

직사각형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다루었으며, 각각의 최소의 비용으로 최

대의 센서 감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센서의 개수와 위치를 구함으로서

전체적인 논리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방법은 실제 화학공장에서도 추가적인 요인을 첨가하면 복합건축물과

유사하게 적용 가능하며, 센서의 위치뿐만이 아닌 설치 개수까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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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바탕으로 선정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다 완벽한 방법론을 위해서는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

한 경우를 해결 할 수 있는 혹은 오작동으로 인한 미 감지 확률을 수학

적으로 표현하여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것과 기존에 제안했던 방법을 좀

더 보완하면, universal한 센서 설치 기준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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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ptimal Sensor

Location Based On Minimax

Method With Cost Minimization

Cho, Seonghyun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case of Korea where it is consist with large number of

buildings are clustered, inappropriate support during emergency could

provoke a large scale of disaster. the Role of precursor monitoring

sensor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the disaster. In fault detection,

the sensor is essential tool which could record the concentration of

harmful substances in real time, and then analyze & predict the

accident. Obviously, more rapid and accurate detection could be

possible with more numbers of sensors installed. However, the capital

cost is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ensor installations, and the

detection efficiency of each sensor would increase initially but when

certain number of sensors are installed, the detection efficiency per

sensor starts to decrease due to overlapping occurrence. Research

related to the optimization of the sensor arrangement (or location)

while reducing the overall cost and increasing the detection rate of

the sensor is needed. In reality, however, methodology and research

for determining the optimized sensor location is relatively few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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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since the criteria for sensor location can be vary due to

characteristics and specifications of the building and user's need.

In this study, we studied a method which could help us

determining the optimal sensor location through numerical calculation

by using detection probability of a sensor based on diffusivity of

toxic substance from the air dispersion model. In addition, more

studies were done and intended to supplement the drawbacks in the

placement of the sensor using a stochastic numerical only by

including empirical knowledge from the several references. The

objective is to develop a formulation where it maximizes the detection

of hazard gas while spending minimum cost. Furthermore, user could

choose the required alarm level for detection and specify the time

where all those conditions will be applied to the formulation for

selecting sensor location. The overall logic of methodology will be

tested and confirmed its validity though case studies. It is believed to

applicable and expected to be able to contribute in real chemical plant

with additional factors since it provides not only the positions of the

sensors but also the numbers of sensors based on cost minimization.

keywords : Sensor Location, Optimization, Minimax, Detection

Probability, Formulation

Student Number : 2012-2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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