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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지 시스템을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망; 다수 종의 전산장비 또는 통신

장비 등을 갖춘 적어도 둘 이상의 랙(Rack)의 내부 일측면으로 각각 장착되는 멀티센서(Multi-Sensor); 상기 멀티센서로

부터 검출되는 검출신호를 취합하고 이를 소정의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유무선 통신망으로 탑재하기 위한 전송서버; 상기

유무선 통신망과 접속되어 상기 전송서버로부터 전송되는 멀티센서의 검출신호를 입력받아 시스템 관리프로그램에 기초

하여 상기 각 랙의 화재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서버; 및 상기 유무선 통신망에 접속되어 상기 관리서버의 화재예측에

따른 관리정보를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관리서버 및 전송서버를 통해 이상신호가 검출되는 해당 랙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생성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운용 단말기로 이루어져, 랙(Rack)의 일측면으로 내설되는 멀티센서에 의해 랙 내부의

연소가스 검출, 습도검출 및 열감지를 수행하고, 검출된 신호를 원격의 관리서버로 통지토록 함에 따라, 화재의 초기상태

를 감시하거나 또는 화재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여 화재발생시 화재에 민감한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

고, 재산상의 손실을 극소화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랙(Rack), 모니터링, 시스템, 멀티센서, 열센서, 연소가스센서, 습도센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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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서 적용되는 멀티센서를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이다.

도 3은 도 2의 멀티센서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이다.

도 4는 멀티센서가 다수의 랙에 장착된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6은 랙 내부의 적외선 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적외선 씨씨디 카메라와 연동되는 본 발명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시한 구

성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관리서버의 주요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모듈 구성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서 적용되는 이동통신 단말기로 제공되는 그래픽 정보를 도시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표시창이다.

<주요도면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랙(Rack) 103 : 전송서버

105 : 유무선 통신망 107 : 관리서버

109 : 운영단말기 111 : 데이터 입력카드

113 : 서버 115 : 전원공급기

201 : 멀티센서 203 : 전면패널

205 : 하부 하우징 207 : 접속단자

209 : 통풍구 401 : 통신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방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통신실, 전산실에 산재한 각종 랙(Rack)으로 멀티센서를 안착하

고, 멀티센서에 의해 검출되는 신호를 네트워크를 통해 상황실로 통지되도록 하여, 고가 장비의 화재감시를 실질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화재의 초기 인지를 통한 고가장비의 보호와 화재시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지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재감지 시스템은 전산실 또는 통신실 내부로 씨씨디 카메라를 장착하여 전산실 또는 통신실의 화재발생 여

부를 판단하거나, 특정 장소의 천정으로 화재발생시의 발화검출을 위한 열센서 또는 연기센서를 장착하여 화재발생에 따

른 통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열센서에 의한 화재검출은 특정 위치에서의 화재발생시 고열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스프링쿨러 및 화재경보를 발령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열센서 및 연기센서를 동시에 구동함으로써 화재 검출의 응답성과 민감도를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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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재시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다수 센서를 고가 장비 근처에 장착하고 또한 진화장비를 해당 고

가의 장비 근처에 구비하여 빠른 진화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서 설명된 다수의 센서로부터 화재가 인지될 때는 이

미 발화상태이며 실질적인 화재예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화재를

예측하고 예측된 결과에 기초하여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출된 본 발명의 목적은 고가의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를 내장하는 랙(Rack)상으로 화

재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센서를 내설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재예측에 의한 화재사전 방지를

달성하여, 화재에 민감한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극소화할 수 있는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지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관점에 따른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지 시스템은, 유무선 통신망; 다수 종의 전산장

비 또는 통신장비 등을 갖춘 적어도 둘 이상의 랙(Rack)의 내부 일측면으로 각각 장착되는 멀티센서(Multi-Sensor); 상기

멀티센서로부터 검출되는 검출신호를 취합하고 이를 소정의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유무선 통신망으로 탑재하기 위한 전송

서버; 상기 유무선 통신망과 접속되어 상기 전송서버로부터 전송되는 멀티센서의 검출신호를 입력받아 시스템 관리프로그

램에 기초하여 상기 각 랙의 화재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서버; 및 상기 유무선 통신망에 접속되어 상기 관리서버의 화

재예측에 따른 관리정보를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관리서버 및 전송서버를 통해 이상신호가 검출되는 해당 랙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생성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운용 단말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전송서버는 상기 다수의 랙으로부터 검출되는 해당 멀티센서의 검출신호를 일정 단위별로 입력받기

위한 데이터 입력카드; 상기 데이터 입력카드로부터 수신되는 각각의 데이터를 상기 유무선 통신망으로 전송하기 위한 서

버; 및 상기 다수의 멀티센서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멀티센서는 상기 랙의 상측면 내부로 장착되고, 열감지 검출, 연소가스 검출 및 습도검출을 위한 각각의 센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멀티센서는 상기 전용서버와 RS485 통신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멀티센서의 각 센서들의 검출신호는 시분할 방식에 의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적어도 둘 이상의 랙(Rack)의 내부 일측면으로 각각 장착되는 멀티센서(Multi-Sensor)가 장착된 다수의 랙을

외부감시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 및 상기 감시 카메라의 영상신호와 상기 멀티센서의 검출 데이터를 소정의 프로토콜로 상

기 전송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컨버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관리서버는 상기 전송서버에서 제공되는 영상신호 및 검출 데이

터에 대응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분석하며 분석결과를 특정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

기 위한 데이터 분석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관리서버는 상기 감시카메라로부터 검출되는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영상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영상추출모

듈; 상기 멀티센서로부터 검출되는 검출 데이터의 변화량이 기준치를 넘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출데이터 변화량 산출모듈;

상기 검출데이터 변화량 산출모듈 및 영상추출모듈의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데이터의 변화원인을 추측하기 위한 데이터 분

석모듈; 상기 데이터 분석모듈에 기초한 분석결과를 그래픽 정보로 생성하기 위한 그래픽정보 생성모듈; 및 상기 그래픽정

보 생성모듈에서 제공되는 그래픽정보를 이동통신 단말기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모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지 시스템을 첨부된 예시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 종

의 전산장비 또는 통신장비 등을 갖춘 적어도 둘 이상의 랙(Rack:101)과, 상기 랙(101)의 내부 일측면으로 각각 장착되는

멀티센서(Multi-Sensor:미도시함)와, 상기 멀티센서로부터 검출되는 검출신호를 취합하고 이를 소정의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망(105)으로 탑재하기 위한 전송서버(103)와, 상기 통신망(105)과 접속되어 상기 전송서버(103)로부터 전송되는 멀

티센서의 검출신호를 입력받아 시스템 관리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상기 각 랙(101)의 화재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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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및 상기 통신망(105)에 접속되어 상기 관리서버(107)의 화재예측에 따른 관리정보를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관리서

버(107) 및 전송서버(103)를 통해 이상신호가 검출되는 해당 랙(101)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생성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운용 단말기(109)로 구성된다.

상기 전송서버(103)는 소정 갯수의 랙(101)으로부터 검출되는 해당 멀티센서의 검출신호를 일정 단위별로 입력받기 위한

데이터 입력카드(111), 상기 데이터 입력카드(111)로부터 수신되는 각각의 데이터를 통신망(105)으로 전송하기 위한 서

버(113) 및 상기 멀티센서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기(115)로 이루어진다.

상기 멀티센서는 상기 랙(101)의 상측면 내부로 장착되고, 열감지 검출, 연소가스 검출 및 습도검출을 위한 각각의 센서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로 상기 멀티센서는 서버(113)와의 통신수단으로 RS485 통신을 수행하

며, 멀티센서로 장측되는 각 센서들의 검출신호는 시분할 방식에 의해 전송된다.

상기 멀티센서는 랙(101)으로 안착되는 다수의 모듈별 회로기판의 열화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모듈별 회로기

판상의 소정 소자가 열화될 때의 가스방출을 검출하거나, 소자의 발열에 의한 열감지 및 발열에 의한 습도변화를 감지한

다.

상기한 멀티센서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센서, 연소가스센서 및 습도센서에서 검출된 결과를 디스플레이하여 관리

자로부터 각 센서의 검출결과를 직접 검침하기 위한 전면패널(203)과, 상기 전면패널(203)과 대응결합되고 랙(101)상으

로 장착이 용이하도록 하는 체결부(211)를 갖는 하부 하우징(1205)으로 구성된다. 상기 하부 하우징(205)은 다수의 통풍

구(209)를 보유하며, 상기 통풍구(209)를 통해 유입되는 열변화, 연소가스 및 습도변화를 인지하기 위한 각각의 센서 및

구동회로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하부 하우징(205)의 일측면으로 접속단자(207)가 설치되며, 상기 접속단자(207)는 멀티

센서(201)의 전원 공급 및 RS-485 직렬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상기 전송서버(103)와 접속된다.

또한, 상기 멀티센서(201)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센서(301), 연소가스 센서(303) 및 습도센서(305)를 포함하며,

상기 열센서(301)는 제 1증폭부(307) 및 제 1 에이디 컨버터(A/DC:313)를 통해 검출된 신호의 디지트화를 수행한다. 또

한 상기 연소가스 센서(303)는 제 2 증폭부(309)를 통해 소정 레벨의 증폭신호를 제공하고, 제 2 에이디 컨버터(315)에 의

해 디지트화된 정보로 변환되며, 상기 습도센서(305) 또한 제 3 증폭부(311) 및 제 3 에이디 컨버터(317)를 통해 습도센서

(305)에 의해 검출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제 1 에이디 컨버터(313), 제 2 에이디 컨버터(315) 및 제 3 에이디 컨버터(317)의 출력단자는 마이컴(319)의 입력

포트와 접속되며, 마이컴(319)은 상기 입력포트로 수신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메모리(321)에 각각으로 저장한다. 그리고,

마이컴(319)은 통신부(327)의 동작을 제어하여 상기 데이터 메모리(321)에 기 저장되는 각 센서의 검출 데이터를 소정의

프로토콜에 기인하여 상기 전송서버(103)로 출력한다. 이와 더불어, 마이컴(319)은 드라이버(323)를 인에이블시켜 디스

플레이부(325)로 상기 각 센서에서 검출된 신호를 표시토록 한다.

한편,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다수의 랙(101)으로 내설되는 멀티센서(201)

는 랙(101)의 일측면에 장착 예컨대, 랙(101)의 천정으로 장착하여 발열상태 또는 연소가스 분출상태를 검출한다. 이는 도

4에서와 같이 다수의 랙(101) 상단면으로 멀티센서(201)가 내설되며, 멀티센서(201)의 접속단자(207)는 랙(101)의 외부

로부터 접속되는 통신선(401) 및 전원선(403)과 접속된다. 상기 통신선(401) 및 전원선(403)은 전송서버(103)의 데이터

입력카드(111) 및 전원공급기(115)로 각각 배선된다.

이 후, 상기 랙(101)으로 공급되는 전원의 이상 또는 랙(101)으로 장착되는 회로기판의 이상 또는 상기 회로기판의 과부하

상태 등 시스템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랙(101) 내부에서는 발열상태가 유도되며 발열로 인해 랙(101) 내부의 주변온도가

상승하여 회로기판의 다수 소자 중 어느 하나이 소자에서 열화상태가 발생된다. 그리고, 상기 소자가 열화상태가 반복되어

소자의 과열이 발생되며, 이로인해 소자의 연소상태로 인한 연소가스가 분출되거나, 랙(101)의 회로기판 주변의 온도가

상승하고 습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상기 열센서(301), 연소가스 센서(303) 및 습도센서(305)중 최소 어느 하나의 센서 이상에서는 상기의 상황을 감지하며,

감지된 신호는 제 1 증폭부(307) 내지 제 3 증폭부(311)에서 각각의 센서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소정레벨로 증폭처리한다.

상기 제 1 증폭부(307) 내지 제 3 증폭부(311)는 각각의 에이디 컨버터(313-317)을 통해 디지트화된 정보로 변환되며,

마이컴(319)의 입력포트로 전송된다. 마이컴(319)은 상기 입력포트로 유입되는 각각의 디지털 신호를 입력 및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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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저장된 기준치 정보 예컨대, 정상상태에서의 열센서(301)로부터 검출된 신호와, 연소가스 센서(303)로부터 검출된 신

호 및 습도센서(305)로부터 검출된 신호의 정보를 토대로 현재 랙(101) 내부의 열변화, 연소가스 변화 및 습도변화를 감지

한다.

마이컴(319)의 판단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각 센서(301-305)로부터 입력되는 검출신호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상기 통신

부(327)를 인에이블시켜 상기 데이터 메모리(321)에 저장된 각 센서의 검출정보를 페치하여 통신부(327) 및 드라이버

(323)로 제공한다. 상기 통신부(327)는 소정의 프로토콜에 따라 상기 각 센서의 검출정보를 시분할하여 상기 전송서버

(103)로 전송한다. 즉, 다수의 랙(101)으로 장착되는 다수의 멀티센서(201)는 상호 병렬로 접속되어 있으며, 다수의 멀티

센서(201)에서 검출되는 각 센서의 검출신호는 소정의 시간대별로 상기 전송서버(103)로 전송한다. 물론, 상기 다수의 멀

티센서(201)는 각 랙(101)별로 고유의 번호 또는 ID를 보유하며, 상기 고유번호 또는 ID와 더불어 각 센서의 검출신호를

상기 통신선(401)을 통해 전송한다.

전송서버(103)는 다수의 멀티센서(201)로부터 해당 검출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데이터 입력카드는 해당 멀티센서(201)로

부터 전송되는 검출신호를 입력받아 서버(113)로 통지하며, 상기 서버(113)는 해당 데이터 입력카드(111)를 인지하여 데

이터 입력카드(111)의 관리번호(고유번호, ID 등)와 더불어 해당 멀티센서(201)에서 검출된 검출신호를 통신망(105)으로

탑재한다.

따라서, 상기 관리서버(107)는 통신망(105)을 통해 이상 상태임을 경고하는 멀티센서(201)의 고유번호 정보, 해당 멀티센

서(201)의 검출결과 정보, 해당 데이터 입력카드(111)의 고유번호 정보 및 전송서버(103)의 고유번호 정보를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관리서버(107)는 전송서버(103)의 고유번호 정보로부터 랙(101)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인지하며, 상기 데

이터 입력카드(111)의 고유번호 정보를 토대로 랙(101)의 위치를 인지하고, 상기 멀티센서(201)의 고유번호 정보 및 검출

결과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랙(101)의 화재예측상태를 인지할 수 있다.

관리서버(107)는 이와 같이, 특정의 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상상태의 랙(101)과 해당 랙(101)의 화재예측을

위한 멀티센서(201)의 검출신호를 수신하여 랙(101)의 현재 상태를 판단함으로써, 다수의 랙(101)을 각각으로 감시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상기 운영단말기(109)로 제공한다. 이 때, 관리서버(107)는 상기 멀티센서(201)로부터 검출되는 신호를

각 지역별, 랙(Rack)별로 구분하여 소정의 포맷화된 그래픽신호로 제공하며, 운영단말기(109)는 상기 그래픽신호를 토대

로 각 지역별, 랙별 그리고 시간대별로 랙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전송서버(103)는 특정 위치에서의 멀티센서(201)가 이상신호를 감지할 경우, 통신망(105)을 통해 상기 관리서버

(107)로 전송되며, 관리서버(107)는 통신망을 통해 이상여부를 디스플레이한다. 따라서, 관리자는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

를 인지하며, 해당 관리지역으로 현재의 위험상태를 통지한다.

이로인해, 해당 관리지역의 관리자는 운영단말기(109)로부터 통지되는 에러신호에 기초하여 이상상태를 검출한 멀티센서

(201)의 위치를 파악하며, 해당 랙(101)을 점검하여 화재예방을 이행한다. 해당 랙(101)에서 이상상태를 검출하는 것은

회로기판상에서의 발열상태 또는 열화상태로 인한 연소가스 감지, 열감지 또는 습도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관리

자는 시스템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시스템 점검을 수행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는 소수개의 랙과 다른 지역에서 다수 개의 랙을 감시하

기 위한 네트워크이며, 소수 개의 랙(601)으로 장착되는 멀티센서는 전원공급기(603)를 통해 전원을 인가받으며, 상기 멀

티센서와 486통신을 수행하고, 상기 관리서버(613)와 232C 통신을 수행하는 컨버터(605) 및 상기 컨버터(605)와 관리서

버(613) 사이로 멀티센서의 검출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디에스유(Digital Service Unit:607)을 보유한다. 따라서, 디에스유

(607)는 전용선(617)을 통해 관리서버(613)와 접속된다.

또한, 상기 전용선(617)은 원격 지역에 구비되는 다수 개의 랙(611)을 감시하는 전송서버(609)와 연동되며, 상기 전송서

버(609)에서 검출되는 멀티센서의 검출신호를 컨버터(613)를 통해 485통신으로 변환하여 디에스유(611)를 거쳐 상기 관

리서버(613)로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485통신과 232C 통신을 통해 검출되는 신호는 관리서버(613)로 전송

되며, 관리서버(613)는 소정의 관리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특정 지역별 랙(601,611)의 상태를 인지한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전산장비 또는 통신장비를 보유하는 랙 내부의 상태를 감지하고 있으나, 상기한 전산장비 또는 통신

장비가 설치되는 전산실 또는 통신실을 포함하여, 전송망실, CATV룸, 방송룸 등의 특정 위치로 폐쇄회로 카메라를 장착

하여 랙 내부의 상태를 적외선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전산실, 통신실, 전송망실, CATV룸, 방송룸의 소정 위치로 다수

의 적외선 CCD 카메라를 장착하고, 적외선 CCD 카메라로부터 촬상되는 적외선 영상신호를 디지트화된 신호로 변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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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송서버를 통해 관리서버로 제공하며, 관리서버는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관리자 컴퓨터로 해당 장비의 상태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이는 상기 적외선 CCD 카메라는 전산장비 또는 통신장비의 내부에서 발생되는 아크를 적외선을 통

해 감지하는 것으로, 상기 가스센서, 열센서, 습도센서와 더불어 화재징후를 랙의 외부에서 검출하도록 한다.

도 6은 다수의 적외선 CCD 카메라로부터 검출되는 영상정보를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관리자로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전산실 등으로 구비되는 다수 랙의 외부감시를 포함하여 랙내부에서 발생되는 적외선량을

검출하기 위한 적외선 CCD 카메라(707), 상기 랙으로 장착되어 랙내부의 열감지, 연소감지 및 습도감지를 위한 멀티센서

(705), 상기 적외선 CCD 카메라(707)의 영상신호와 상기 멀티센서(705)의 검출 데이터를 소정의 프로토콜로 전송하기 위

한 컨버터(703), 상기 컨버터(703)를 통해 수신되는 정보를 통신망(711)으로 탑재하기 위한 웹서버(701), 상기 웹서버

(701)에서 제공되는 영상신호 및 검출 데이터에 대응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715)에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분석하

며 분석결과를 특정의 이동통신 단말기(713)로 전송하기 위한 관리서버(709)로 구성된다.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713)는

피디에이(PDA:717)를 포함하여 위성단말기, 무선 노트북 등이 가능할 것이다.

상기 적외선 CCD 카메라(707)는 전산실 등의 전체 내부를 감시하기 위한 폐쇄회로 기능을 포함하여 랙내부의 화재징후

예컨대, 기판의 소자에서 발생되는 아크 또는 랙내부의 배선이 쇼트될 때 발생되는 불꽃 등을 적외선으로 감지한다. 또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감시된 영상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녹화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다. 상기 관리서버(709)

는 원격관리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망(711)과의 접속이 가능하나 상기 웹서버(701)로부터 영상정보 및 검출데이터를 직접

접수하여 다수의 랙을 근접된 거리에서 관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관리서버(709)는 상기 영상정보 및 검출데이터를 토

대로 현재 랙내부의 변화를 수치화된 디지털정보로 변환하며, 기준치 이상의 영상정보 및 검출데이터 변화감지시 이에 대

한 경고메시지를 발생한다.

도 7은 상기 관리서버(709)의 주요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모듈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적외선 CCD 카메라(707)로

부터 검출되는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영상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영상추출모듈(801), 상기 멀티센서(705)로부터 검출되

는 검출 데이터의 변화량이 기준치를 넘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출데이터 변화량 산출모듈(803), 상기 검출데이터 변화량

산출모듈(803) 및 영상추출모듈(801)의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데이터의 변화원인을 추측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모듈(805),

상기 데이터 분석모듈(805)에 기초한 분석결과를 그래픽 정보로 생성하기 위한 그래픽정보 생성모듈(807) 및 상기 그래픽

정보 생성모듈(807)에서 제공되는 그래픽정보를 이동통신 단말기(713)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모듈(809)로 구성된

다.

상기 관리서버(709)는 상기 영상추출모듈(801)을 통해 현재 랙 내부의 적외선 발생량에 따른 영상변화를 감시한다. 이는

전산실 등의 랙 주변에서 연기, 화재, 작업 등에 따른 영상변화를 수치화된 정보 및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과 더불어,

랙 내부의 적외선 변화량 예컨대, 소자의 과열로 인한 적외선 변화량 또는 기판내의 아크발생에 의한 적외선 변화량 등을

감지한다. 또한, 검출데이터 변화량 산출모듈(803)을 통해 멀티센서(705)로부터 입력되는 열감지 신호의 변화, 연소가스

의 발생여부, 습도의 변화를 수치화된 정보로 산출하며 이에 대한 기준치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데이터 분석모듈(805)은 상기 영상추출모듈(801)과 검출데이터 변화량 산출모듈(803)로부터 제공되는 감시결과에

기초하여 랙의 이상여부에 대한 원인을 추측한다. 이는 소정의 메모리로 환경변화에 대한 원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재 변화된 환경에 기초한 이벤트의 원인을 산출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벤트의 판단된 결과는 그래픽정보 생성모듈(807)에 의해 멀티센서(705)의 검출데이터와 영상추출모듈(801)

의 영상변화에 대한 시간대별 변화폭을 그래프화된 정보로 제공된다.

이어, 상기 그래픽정보 생성모듈(807)로부터 제공되는 그래프화된 정보는 데이터 전송모듈(809)에 의해 상기 관리서버

(709)의 통신전송 기능을 제어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713)로 해당 영상정보 및 그래픽 정보가 전송된다. 필요에 따라,

상기 관리서버(709)는 이동통신 단말기(713)로부터 현 상태변화에 따른 지시정보를 입력받아 비상연락망과의 연계를 이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로 영상정보 및 그래픽 정보가 전송된 단말기의 표시창을 일

예로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713)의 표시창은 다수의 랙이 설치되는 각각의 건물별로 그룹화하여 해당 그룹의 번

호선택을 통한 그룹별 랙감시를 수행한다. 따라서, 관리자는 해당 그룹을 선택하여 그룹내의 랙별 멀티센서(705)의 검출

결과를 상기 관리서버(709)로부터 통지받는다. 각각의 랙별 검출결과는 해당 랙의 열감지 결과와 연소가스 감지결과 및

습도감지결과를 그래프화된 신호로 시간대별로 통지된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713)의 표시창을 일부 할당하여 해당 그

룹의 랙을 영상정보로 수신함에 따라, 동일 시간대에서의 영상정보와 검출 데이터를 각 랙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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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에 따른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지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으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지 시스템은 랙(Rack)의 일측면으로 내설되는 멀티센서에

의해 랙 내부의 연소가스 검출, 습도검출 및 열감지를 수행하고, 검출된 신호를 원격의 관리서버로 통지토록 함에 따라, 화

재의 초기상태를 감시하거나 또는 화재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여 화재발생시 화재에 민감한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극소화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무선 통신망;

다수 종의 전산장비 또는 통신장비 등을 갖춘 적어도 둘 이상의 랙(Rack)의 내부 일측면으로 각각 장착되는 멀티센서

(Multi-Sensor);

상기 멀티센서로부터 검출되는 검출신호를 취합하고 이를 소정의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유무선 통신망으로 탑재하기 위한

전송서버;

상기 유무선 통신망과 접속되어 상기 전송서버로부터 전송되는 멀티센서의 검출신호를 입력받아 시스템 관리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상기 각 랙의 화재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서버; 및

상기 유무선 통신망에 접속되어 상기 관리서버의 화재예측에 따른 관리정보를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관리서버 및 전송서

버를 통해 이상신호가 검출되는 해당 랙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생성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운용 단말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지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서버는 상기 다수의 랙으로부터 검출되는 해당 멀티센서의 검출신호를 일정 단위별로 입력받

기 위한 데이터 입력카드;

상기 데이터 입력카드로부터 수신되는 각각의 데이터를 상기 유무선 통신망으로 전송하기 위한 서버; 및

상기 다수의 멀티센서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지 시스

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센서는 상기 랙의 상측면 내부로 장착되고, 열감지 검출, 연소가스 검출 및 습도검출을 위한 각

각의 센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지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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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센서는 상기 전용서버와 RS485 통신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

지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센서의 각 센서들의 검출신호는 시분할 방식에 의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지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둘 이상의 랙(Rack)의 내부 일측면으로 각각 장착되는 멀티센서(Multi-Sensor)가 장착된

다수의 랙 내부의 적외선 변화량을 검출하기 위한 적외선 씨씨디(CCD) 카메라; 및

상기 적외선 씨씨디 카메라의 영상신호와 상기 멀티센서의 검출 데이터를 소정의 프로토콜로 상기 전송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컨버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관리서버는 상기 전송서버에서 제공되는 적외선 영상신호 및 검출 데이터에 대응하는 정

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분석하며 분석결과를 특정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분

석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지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서버는 상기 적외선 씨씨디 카메라로부터 검출되는 적외선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영상의 변화

를 감지하기 위한 영상추출모듈;

상기 멀티센서로부터 검출되는 검출 데이터의 변화량이 기준치를 넘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출데이터 변화량 산출모듈;

상기 검출데이터 변화량 산출모듈 및 영상추출모듈의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데이터의 변화원인을 추측하기 위한 데이터 분

석모듈;

상기 데이터 분석모듈에 기초한 분석결과를 그래픽 정보로 생성하기 위한 그래픽정보 생성모듈; 및

상기 그래픽정보 생성모듈에서 제공되는 그래픽정보를 이동통신 단말기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모듈로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지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분석모듈은 소정의 메모리로 환경변화에 대한 원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재 변화

된 환경에 기초한 이벤트의 원인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랙용 화재징후 복합 감지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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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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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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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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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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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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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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