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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의 칼라와 움직임을 이용한 화재감지

조경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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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영상에서 화염의 칼라와 움직임 특징을 이용한 새로운 화재 감지 방법을 제안한다.

색차로부터 휘도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RGB 칼라를 YCbCr 성분으로 변환한다. 제안한 방법은

인접 영상들 간의 휘도의 차를 누적하여 화염의 움직임 영역을 검출하고, 화염의 색을 이용하여 화염 후보

영역을 생성한다. 최종적으로, 화염 후보 영역의 면적에 대한 시간적 변화를 이용하여 화염 영역을 결정한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비디오 영상에서의 화재 감지 방법보다 화재 영역의 분류에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A Fire Detection Using Color and Movement of Flames

KyoungLae Cho
†
, Sung-Ho Bae

††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fire detection method using moving features and colors of flames

in video sequences. It uses YCbCr color space to separate the luminance from the chrominance components

more effectively than RGB color space. In the proposed method, moving regions of flames are detected

by cumulating the difference of luminance between two consecutive images and generate candidate flame

regions by using the color of flames. Finally, it decides whether the candidate flame regions are flames

or not by using their temporal changes of the area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performs better in segmenting fire region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fire detection method in video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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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약

22만 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약 10,000

여명이 넘고, 1조 5천억원 정도의 재산상 손실을 가

져왔다[1]. 그러므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를 줄이기 이해서는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는 시스템

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화재 감지 시스

템은 주로 화재 감지 센서(연기감지, 불꽃감지, 온도

감지 센서)와 화재 감시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화

재 감지 센서를 이용한 화재 감지일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화재 오감지의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연기감지 센서는 공기의 확산으로 인해 연기가

센서에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열감지 센서의 경

우에는 주변온도가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는 감지되

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다. 또한 넓은 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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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지 감지를 위해서는 센서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여

러 대를 설치해야 되는 비용적인 문제점도 존재한다

[2]. 반면에 영상을 이용한 시각적 화재 감지는 기존

에 사용되고 있는 화재감지 센서들의 문제점들을 극

복할 수 있으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장치

를 이용해 큰 비용 없이 화재 감지에 적용할 수 있다

[3].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 영상처리를 이용한 화

재 감지 시스템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필

요한 화재 검출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화염 검출 방법은 RGB 및 YCbCr 칼라 모델

을 이용하는 방법[2,3]과 움직이는 영역과 화염 칼라

화소를 검출한 후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

[4,5],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염의 강도가 변하는 정

도를 이용한 방법[6], HSV칼라 모델과 시간-공간 영

역에서 화염의 윤곽 모양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7],

적외선 영상을 이용한 방법[8] 등이 있다. 칼라 모델

기반의 화염 검출 방법[2,3]은 화재 발생시 검출 속도

가 빠르지만 화염과 비슷한 칼라의 물체가 있을 경우

오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해 화재를 판단해야 하며, 카메라의

조도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전 영상

과 비교하여 화염의 특징을 이용해 SVM(Support

Vector Machine)이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

법[5]은 화재 환경이나 물체에 대해 영향을 덜 받지

만, 많은 화염 영상을 학습시켜야 하는 부담이 존재

한다. 이는 실시간 처리를 해야 하는 화염 감지 시스

템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CCTV 영상에서 화염의 칼라 및

움직임을 이용한 화염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입력 영상을 YCbCr 칼라 공간으로 변환한

후, 비화염과 화염 영역을 분리하기 위하여 휘도 변

화 누적 영상과 칼라 정보를 이용하여 화염후보 이진

영상을 생성한다. 그리고 화염후보 이진 영상에 라벨

링(labling)[9]을 수행하여 각 영역으로 분리한 후, 영

상을 블록으로 분할하고 블록에 포함된 화염 후보

영역의 면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블록을 화염

블록으로 분류하고, 블록내의 화염 후보 영역을 최종

화염 영역으로 결정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기존의 칼라 모델을

이용한 화재 감지 방법을, 3장에서는 제안한 화염 감

지 방법을,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을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 하였으며, 5장은 결론 순으로

구성된다.

2. 기존의 칼라 모델을 이용한 화재검지 방법

Celik 등[2]은 화염 화소 분류를 위해 YCbCr 칼라

공간에서의 규칙 기반 칼라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휘도와 색차를 분리하는데 있어 식 (1)을 이

용하여 RGB 칼라 공간을 YCbCr 칼라 공간으로 변

환시키고, 식 (2)를 정의하여 변화하는 조도에서 발

생하는 유해한 효과들을 제거하여 화염 화소를 분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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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는 휘도를 나타내며, Cb와 Cr은 색차 값

을, 는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의 분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수이며, 가 1인

화소는 화염으로 정의된다. 화염은 연소되는 물질의

종류와 주변 환경, 카메라의 특성에 따라 칼라가 상

당히 가변적이므로, 단순히 칼라 정보만 이용해서 화

염 영역을 검출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휘도 정보를 이용해 비화염 영역을

먼저 분리한 후에, 후보 화염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

이 필요하다. 영상에서 배경을 분리하는 일반적인 방

법은 현재 입력 영상에서 이전 영상을 뺀 차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화가 큰 화소를 화염으

로 검출한다[10,11]. 이는 잡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으므로, 잡음에 강건한 화염 검출 방법이

필요하다.

3. 제안한 화염의 칼라와 움직임을 이용한 화

재감지 방법

본 논문에서는, CCTV 영상에서 휘도 변화량과 화

염의 칼라 및 움직임 특징을 이용해 화염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화염의 경우 주변 화소에 비해 휘

도 변화량이 크기 때문에 연속 프레임 간의 휘도 차

를 누적할 경우 큰 값을 가진다. 제안한 방법은 프레

임간 휘도 차의 누적을 이용한 화염 분류와 기존의

칼라 정보만을 이용한 화염 분류 방법을 모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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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화염 후보 영역 검출 라벨링 영상

그림 1. 화염 영역의 면적 변화

여 잡음 및 물체의 움직임에 강인한 화염 영역 분류

방법이다. 또한, 영상을 블록으로 분할하고, 블록내

화염 영역의 면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최종 화염 영역으로 결정하여 화염의 오검출율을 현

저히 감소시킨다.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RGB 영상으로 시스템

에 입력되며, 본 논문에서는 휘도 Y와 색도를 분리하

기 위하여, 식 (1)과 같이 입력 영상을 YCbCr 칼라

공간으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식 (3)과 같이 현재 영

상의 휘도인 과 이전 영상의 휘도인   

과의 화소별 휘도 차에 대한 절대값을 휘도 변화 누

적영상 에 저장하여, 비화염과 화염을 분리한다. 이

는 화재 동영상에서 화염 영역의 시간적 휘도 변화는

다른 영역에 비해 큰 특징을 이용한 것이다.

      (3)

조도 변화에 따른 잡음이나 사물의 움직임으로 인

한 의 증가는 화염의 오검출율 을 높인다. 그

러므로 화염 영역은 지속적으로 휘도 변화량이 증가

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식 (4)와 같이 휘도 변화 누적

영상의 전체 평균값 보다 작은 은 0으로

초기화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식 (5)와 같이 휘도 변

화량이 임계치  이상이면 화소를 1로 설정하여 1차

화염 후보 이진 영상 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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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영상에서 분리되어진 각 영역에 고유한 번호를 부

여하는 라벨링은 영상의 분할, 영역의 특징 추출 및

영상의 복원 등에 이용된다[12]. 그림 1은 이진 영상

에 영역 라벨링을 수행하고, 화염 후보 영역을 초

록색 경계사각형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의 결과에

서 잡음과 사람의 움직임으로 인해, 화염 영역과 비

화염 영역이 같이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Celik 등[2]이 제안한 식 (2)의 조건을

적용해, 식 (6)과 같이 1차 화염 후보 화소들 중에서

Cb와 Cr의 차가 임계치 이상일 때 비화염 영역을 추

가로 제거한 2차 화염 후보 이진 영상인 를 생성하

고, 휘도 변화 누적 영상 을 0으로 초기화 한

다. 이는 칼라정보를 이용하여 비화염 화소를 제거한

것으로 오검출율을 감소시킨다.

       ≥    


  

     (6)

그림 2는 화재가 있는 연속된 3개의 프레임에서

식 (5)와 (6)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화소를 녹색으

로 표시하고, 해당 영역을 녹색의 경계사각형으로 나

타내었다. 그림 2에서 화재가 진행됨에 따라 화염 화

소로 판정된 화소의 면적이 변화하는 특징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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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화염 후보영역의 중심점과 면적

그림 4. 화염 영역과 비화염 영역의 누적 면적 변화량 그래프

표 1. 실험 영상 목록

동영상
전체

프레임

화염

프레임
설 명

Movie 1 153 153 고속도로 사고 영상

Movie 2 220 220 산불 영상

Movie 3 752 650 실외 화로 영상

Movie 4 352 352 야간 화재 영상

Movie 5 246 246 나무가 타고 있는 영상

Movie 6 403 0 일반 영상

낸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영상을 32×32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블록내 화염 후보 영역의 면적

변화의 지속성을 최종 화염 판단 기준으로 정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분할된 블록에 포함된 번째 라

벨을 가진 영역들의 중심점 와 면적 를 계산하

고, 식 (7)과 같이 번째 블록에 포함된 화염 후보 영

역의 면적을 블록별 누적면적 테이블 에 저장한다.





 ∈  (7)

그림 3은 1번째 블록 내에 2개의 영역과 해당 영역

의 중심점 과 를 나타내며, 영역의 일부분이 2번

째 블록에 존재하는 의 경우에는 2번째 블록의 면

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중심점을 포함하고 있는 1번

째 블록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블록에서의 화염 후보 영역 면적 변화량인 는

식 (8)과 같이 현재 영상의 
와 이전 영상의


의 차로 정의한다.


 

 
  (8)

그림 4는 프레임별 화염과 비화염 영역의  값

의 누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화염 영역일 경

우 시간이 경과에 대해  누적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시적인 잡음이나 사물의 움직임으로 인

한 비화염 영역은 누적면적이 변화가 없거나 지속적

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는 블록에 화염이 존재할

경우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변화량이 없거나 일시적

인 변화만 있는 영역은 잡음 영역이므로 최종 화염

판단에서 제외시키고, 식 (10)과 같이 블록에 화염

후보 영역의 면적변화가  프레임 연속적으로 발생

한 블록을 화염 블록으로 분류하고 블록내의 화염

후보 영역을 최종 화염 영역으로 결정한다. 그림 5는

제안한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나타낸다.

      (9)

   

 
(10)

4. 실험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인 Celik

등[2]의 방법과의 성능 비교를 확인하기 위해 480×

320의 크기의 초당 15, 24 프레임의 CCTV 영상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는 식 (5)의 값을 20,

식 (6)에서의 값을 40, 식 (10)의 값을 2로 설정하

였다. 성능 측정은 영상에서 화염으로 감지되는 영역

과 육안으로 관찰한 부분들이 일치하는 정도를 기록

하였다. 표 1은 실험에서 사용된 영상 정보를 나타내

며, Movie 1, 2, 3, 4, 5는 실제 화염이 발생한 영상이

고, Movie 6은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 영상이다.

표 2는 Celik 등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화염 검출

성능을 비교한 실험 결과이다. 표 2에서 화염 인식은

영상에서 화염으로 인식된 프레임 수를 뜻하고,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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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한 방법의 전체 흐름도

표 2.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의 방법과 검출 성능 비교

동영상
화염

프레임

화염 인식

프레임
오인식 프레임

propo-

sed

Celik

et al.

propo-

sed

Celik

et al.

Movie 1 153 127 50 0 153

Movie 2 220 220 220 0 3

Movie 3 650 540 220 0 396

Movie 4 352 352 350 0 0

Movie 5 246 245 246 0 246

Movie 6 0 0 0 0 30

식은 화염인데도 불구하고 검출이 안된 프레임이나

화염이 아닌 부분도 화염으로 검출한 프레임 수를

나타낸다.

표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Celik 등의 방법은

화염 인식 성능이 뛰어난 편이지만, 오인식 비율도

제안한 방법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Movie 1, 3,

5의 경우 제안한 방법에 비해 높은 오인식 비율을

보인다. 이는 Celik 등이 규정한 정규화된 칼라 모델

에 포함되어있는 색을 가진 물체가 존재해 오인식율

이 높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표 2의 실험 결과는 제안한 방법이 주변 환경 변화

와 같은 잡음에 강하여 Celik 등의 방법보다 현저히

우수한 화염 인식률과 오인식율을 나타낸다. 그림 6

의 (a)와 (b)는 각각 제안한 방법과 Celik 등의 방법

으로 화염을 감지한 실험 결과 영상이다. 화염 영역

을 녹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에서는 화염

이 속한 블록을 적색의 테두리 블록으로 표시하였다.

제안한 방법이 화염이 속한 영역을 정확히 감지하였

으나, Celik 등의 방법은 비화염 화소도 화염으로 인

식하는 오인식 결과를 나타낸다.

5. 결 론

영상처리 기반 화재 감지 시스템은 저비용, 빠른

응답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으므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화재 감지 시스템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염일 경우 휘도 변화가 크다는

특징을 이용해 화염과 비화염 영역을 분리하고 화염

의 칼라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비화염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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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화염 검출 결과 영상 (a) 제안한 방법, (b) Celik 등의 방법

제거하였다. 또한 영상을 블록으로 분할하여 라벨링

을 통해 분리된 화염 후보 영역들의 면적 변화가 지

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화염 영역으로

결정하여 화염을 효과적으로 검출하였다. 실험을 통

하여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칼라를 이용한 화염 검출

방법보다 화염 인식율과 오검출율이 현저히 향상되

는 것을 확인 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CCTV의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과 화염 후보 결정 조건에 고정 임계치를

사용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고

정된 CCTV에서 벗어나 팬-틸트를 지원하는 방법과

입력 영상에 따른 적응적 임계치 설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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