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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화질 IP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상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화염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제안한다. 먼  FFmpeg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비디오 일을 오 하는 것처럼 IP 카메라로부터 송되

는 RTSP 스트림을 직  오 한다. 두 번째는 입력 상으로부터 혼합 가우시안 모델을 이용하여 배경 상을 

추출한다. 그 다음에는 입력 상과 배경 상간의 차신호로부터 경 상을 구한다. 분리된 경 상은 수학

 모폴로지 연산을 거쳐 후보 역으로 간주한다. 후보 역의 색정보와 화염의 동  특성을 분석하여 최종

으로 화염을 검출한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화염을 검출하는 데 효과 인 것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which can detect the flame in real time from the high-quality IP camera. First, open 

directly the RTSP streams transmitted from the IP camera using the library FFmpeg as opening a video file. The second thing is 

to extract the background images from video signal using Gaussian mixture model. Then the foreground images are obtained 

through subtracting operation between the input image and the background image. Separated foreground image through a 

mathematical morphology operation are considered as candidate area. By analysing colour information 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 area, flame is determined finally. Through the experiments with input videos from IP camera, the proposed 

algorithms were useful to detect fl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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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화재가 발생하면 인  물  피해가 크기 때문에 화

재를 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조기 

검출하여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재감지는 실내에

서의 화재 감지를 하여 학  센서를 이용하고 있

으나, 야외에서는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최근 

교통사고 감시, 화재 감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IP 카메라를 이용한 상기반의 스마트 시스템들이 

제안되고 있다[1-4]. 그  상기반의 화재검출 시스

http://dx.doi.org/10.13067/JKIECS.2014.9.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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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은 화염과 연기의 색상정보를 이용하는 방법[5]과 

동 인 움직임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법[6]이 있다. 

상기반의 화재검출 방법은 유사한 색상을 가지거나 

주변 조명환경에 따라서 오검출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IP 카메라 기반의 실시간 화염 검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화염 검출 시스템의 오검출을 

이기 하여 화염 상의 색 정보 외에 화염 객체의 

동  특징을 이용하여 화염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실시간 화염 인식 시스템에 하여 

설명하고 제 3장에서 실험 환경  조건에 해 언

하며 제 4장에서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제 5장 결론

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실시간 화염 검출 시스템

제안하는 실시간 화염 검출 시스템의 체 블록도는 

그림 1과 같다. IP 카메라로부터 TCP/IP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 되는 데이터를 FFmpeg 라이 러리를 이

용하여 실시간으로 상을 획득하는 단계를 거쳐 배경 

추정 단계, 경 추출 단계를 지나 후보 역에 한 

화염의 색정보와 동  특성 정보를 활용한 화염 별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1. 제안하는 체 시스템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for proposed total system

2.1 FFmpeg 라이 러리 이용 RTSP 스트림 디

먹싱, 디코딩

FFmpeg은 크로스 랫폼을 지원하는 오 소스 멀

티미디어 임워크이다[7]. FFmpeg을 이용해 인코

딩/디코딩, 트랜스코딩(transcode), 먹싱/디먹싱, 스트림

(stream)은 물론 '재생'까지 멀티미디어와 련한 거의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로부터 

FFmpeg을 이용하여 스트리  데이터를 디먹싱

(demuxing)과 디코딩(decoding)하여 원본 데이터 상

을 획득하는 과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RTSP 디코딩을 한 FFmpeg 라이 러리 
이용 차

Fig. 2 Applied procedure of FFmpeg library for RTSP 
decoding

2.2 주변환경에 강건한 GMM

배경추정을 한 혼합 가우시안 모델은 통계  패

턴 인식 기반으로 음성인식이나, 차량 인식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모델이다.

배경에 속한 각 픽셀의 칼라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

를 가진 다수의 분포의 결합으로 모델링하여 각 가우

시안 분포의 라미터들 가 치, 평균, 공분산을 갱신

하여 배경 상을 결정한다. 다수의 배경 모델로 다수

의 배경 물체를 처할 수 있도록 하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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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fine the frame number of input images M, the 

number of pixel in the jth image frame (0≤j≤M), 

jth input image  , color data of the pixel in the 

image , ,   (0≤i≤). 

2. Conversion to gray images

   =



3. Define a function that takes the value 1 if a 

specified function of the arguments exceeds a given 

threshold and 0 otherwise. 

  = ≥ 
≺ 

4. Stores the number of pixels having more than a 

threshold value for each image.

     = 






5. Define increase and decrease measurement function 



     = 








≥  
 

≺ 

 

6. Final results 

     = 


 

  

If   value is greater than 0, it is recognized as a 

flame.

 




  (1)

여기서 는 재 픽셀값, 은 혼합 모델의 개수, 

 , 와는 시간 에서 번째 가우시안모델의 

가 치, 평균과 공분산행렬을 나타낸다.

개의 가우시안 모델들 가운데 식 (2)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우시안 모델들이 배경 모델로 이용된다. 

이때 가우시안 모델들은 값에 의해서 미리 정렬

되어 있다. 가 치가 높은 모델은 동일 시간 내에 더 

많은 빈도로 발생하 으므로 배경일 가능성이 높으며, 

분산이 을수록 정 이므로 마찬가지로 배경일 가능

성이 높게 된다.

 argmin




  (2)

통계  라미터들은 업데이트 방식으로 EM알고

리즘을 사용하 다[4].

2.3 화염의 색 정보 특성  동  특성

화염의 색 분포 특징을 검토하여 화염 역의 R, 

G, B 값 분포 뿐 만아니라, Y, Cb, Cr,  H, S, V 

값의 분포 특징을 함께 고려하여 임계값을 정한다. 

화염의 동  특성은 화염 객체의 일정 밝기값 이상

의 픽셀 수 증가 여부 반 를 반 한다. 화염 역은 

발화이후 역이 확 되는 경향이 있으며, 화염 역이

라도 일정 크기 이상 확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자연 소

화(消火)되는 경우이거나 일정 역 이상 번지는 경우

가 아니므로 험하지 않다. 화염의 색상 특성에 한 

동  특성까지 고려하여 이를 화염 객체 분류를 한 

특성으로 활용한다. 이와 련된 용 차는 표 1과 

같다.

표 1. 동  특성 용 차
Table 1. Applied procedure for dynamic characteristics

Ⅲ. 실험 환경  조건

실험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 다. 첫 번째는 IP 

카메라부터 산업용 제어보드까지 포함한 체 실시간 

시스템의 화염 검출 성능에 한 것이며, 두 번째는 

화염 검출 알고리즘만의 성능을 해 다양한 화염 

련 비디오 상 일을 이용한 실험이다. 

첫 번째 실험에서 사용한 IP 카메라는 Sunell(사)의 

200만화소, 0.005Lx 이며, 시스템실시간 처리를 해 

640x480 사이즈로 선택 시 당 7 임 속도로 실험

하 다. 산업용 제어보드는 Intel(R) Core(TM) 

i3-4130 CPU @ 3.40GHz가 탑재되어 있으며 

window7 기반이며 Visual Studio2010과 상처리 공

개 라이 러리인 OpenCV를 사용하여 구 하 다. 

첫 번째 실험은 방재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실험하 다. 지정된 시험실 크기는 

길이 10m × 폭 6m × 높이 3m 이며, 그림 4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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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표시하 다. 시험실의 수평면 조도는 시험실 

앙에서 (22 ± 2) lx 이며 그림 4에 표시한 측정 방향

에 따른 연직면 조도는 ① (13 ± 1) lx, ② (15 ± 1) 

lx, ③ (10 ± 1) lx, ④ (40 ± 1) lx 이다. 한 설치한 

카메라는 화원으로부터 수평거리 5m, 바닥으로부터 

수직거리 1m 에 치한다. 

시험방법은 크기 가로 0.33m × 세로 0.33m × 높이 

0.05m 의 연료 팬에서 n-heptane 연료를 사용하여 시

험하 다.

그림 3. 실제 구 한 실시간 화염 검출시스템
Fig. 3 Actually implemented real-time flame detection 

system

그림 4. 방재시험연구원의 시험실 배치도
Fig. 4 Layout of the testing room in FILK(Fire Insurers 

Laboratories of Korea)

두 번째 실험은 IP 카메라를 이용한 직  입력 없

이 동 상 일을 오 하여 알고리즘에 용하 다. 

두 번째 실험에 사용한 테스트 동 상 일 환경은 

표 2와 같다. 다양한 환경을 해 실내 상 뿐만 아

니라 실외에서 수집된 상도 동일한 비율로 테스트

하 다.

 

(a) 

(b)
그림 5. 방재시험연구원에 설치한 검출 시스템

(a) 모니터링 실에 설치한 검출 시스템
(b) IP 카메라가 설치된 시험실 모습 

Fig. 5 The detection system installed in FILK
(a) The system installed in monitoring room
(b) The IP camera installed in testing room

file name
video 

length
size

frame 

rate

total 

frame 

num-ber

flame 

num-ber

flame 1

(outdoor)
0:04:10

320×

240
29 6,020 5,684

flame 2

(outdoor)
0:00:17

320×

240
29 493 493

flame 1

(indoor)
0:04:41

352×

240
24 6,744 3,672

flame 2

(indoor)
0:04:11

640×

360
24 6,024 2,616

* flame number : the number of frames present 
larger than a certain size flame objects.

표 2. 테스트 상의 환경
Table 2. Environments of the test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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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첫 번째 실험 결과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화원(火原)에 화한 후 자연연

소상태를 지속시켜 시험체(검출 시스템)가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발화 후 9

 만에 검출신호가 표시되었다. 화염의 동  특성까

지 고려하기 때문에 오검출을 이기 해 다소 충분

한 시간을 두고 모니터하기 때문이다. 

(a)                    (b)

(c)
그림 6.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실제 시험한 모습

(a) 화염 검출 작동 시험  (b) 화염 검출 시험 
(c) 검출 시스템의 모니터상에 화염이 검출된 모습

Fig. 6 Scenes from actual tests at FILK.
(a) Before testing (b) Under testing (c) Scene for 
detected flame in monitor of the detection system

화염 검출 알고리즘 자체의 검출 성능을 해 다양

한 환경에서 수집된 화염 련 동 상에 해 실험하

다. 그  한 가지 동 상에 한 실험 결과 화면을 그

림 7에 나타내었다. 야외에서 수집한 상에 해서도 

잘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한 4가지 서로 

다른 동 상에 한 실험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평균 화염 인식률은 94.03%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제안한 화염 검출 알고리즘 방법에 한 성능 
평가 결과( 임 수 / 퍼센트, %)

Table 3.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for proposed 
flame detection algorithm(frame number / percent, %) 

file name

flame 

num-

ber

proposed 

method

(number of 

frame)

proposed 

method

(percent, %)

fail
detecti

on*
fail

detecti

on*

flame 1

(outdoor)
5,684 451 5,233 7.9 92.1

flame 2

(outdoor)
493 41 452 8.3 91.7

flame 1

(indoor)
3,672 150 3,522 4.1 95.9

flame 2

(indoor)
2,616 95 2,521 3.6 96.4

The average 

recognition rate
5.97 94.03

* detection : Refers to the number of frames 
detected flame from the frames contains at least 
a certain size flame.

 

그림 7. 야외 화염 상에 한 테스트 
Fig. 7 Test example for the outdoor fire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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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P 카메라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 

실시간 화염 검출 시스템을 제안하 다. 방재시험연구

원에서 시험한 결과와 다양한 실내외 화염 동 상에 

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실시간 화염 검출 시스

템  화염 검출 알고리즘이 실제 화염에 해 효과

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 보다 다양

한 환경에서 수집된 상에 한 실험을 지속 으로 실

시하여 화재를 오검출없이 조기에 검출하여 미리 방

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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