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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이 동시에 발생되지만 

확산에 의해 멀리서도 연기의 발생을 확인 가능하여,

연기의 감지는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기 위한 첫 걸음

이라 할 수 있다[1,2]. 연기검출 센서의 발전에 힘입

어 지금까지는 화재의 조기 경보를 위해 다양한 장소

에 연기 센서를 설치하여 화재를 감시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실외의 경우나, 실내의 공간

이라도 충분한 환기로 공기의 확산이 활발해서 연기

의 입자를 센서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와, 환

기에 따른 연기의 흐름이 설치한 센서에 접촉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연기검출의 정확도는 낮아진다. 따라

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방법으로 최근에 실내와 실외 

구별 없이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연기를 검출하는 방

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3-5]. 이는 기존의 방범용

으로 설치된 CCTV도 활용 가능하고 연기의 유무를 

확인하는 인력을 줄일 수 있어 화재 경보 시스템 구

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hen 등[3]은 저주파 신호에서 연기 분리를 위해 

RGB Contrast 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웨이블릿 변환

하여 고주파 대 저주파 부대역 에너지 비와 둘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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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이의 비를 이용하여 연기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이는 저주파 특성을 가지는 무채색인 연기와 

순색(pure color)을 구별하기 위해, 무채색에서는 분

산이 작고 순색에서는 분산이 큰 RGB Contrast 영상

으로의 변환을 통하여 연기검출 성능을 개선하였다.

Yuan[4]은 연기가 상승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움직

임벡터에 대한 방향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상대적

으로 위쪽 방향의 움직임 벡터가 많은 경우 연기로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연기뿐만 아니

라 다른 물질들도 위쪽방향으로 상승하며 카메라의 

원근법에 의하여 지상에 위치한 물체들도 고정된 카

메라 영상 기준으로 위쪽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

한다. 또한 야외의 공기 흐름에 따라 연기 방향이 불

규칙하게 변화하므로 오검출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Yuan[5]은 다중 스케일의 피라미드 영상에서 회전과 

조명에 강한 LBP(local binary patten)와 LBPV(lo-

cal binary patten variance)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각 

히스토그램을 결합하여 생성된 특징벡터를 신경망 

분류기에 학습시켜 연기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RGB Contrast 영상에서의 LBPV

를 특징벡터로 생성하고, SVM(Support Vector

Machine) 기반의 분류기를 사용하여 연기를 검출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연기의 움직

임 특성을 이용하여 Collins 등[6]의 배경 분리 방법

으로 연기와 배경을 분리하여 움직임이 있는 화소를 

연기 후보 화소로 정하고, 일정 크기 블록의 총 화소 

수에 대한 연기 후보 화소 수가 80% 이상인 블록을 

연기 후보 블록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R, G, B 각 

채널에서의 블록의 평균값과 명도를 재배열하여, R,

G, B 각 채널의 대비를 나타내는 RGB Contrast 영상

을 생성하였다. 이는 RGB Contrast 영상에서 무채색 

영역은 대비가 작고 순색에 가까울수록 대비가 큰 

특성을 이용하여 대비가 작은 영역을 순색과 구별하

여 연기로 분류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RGB Con-

trast 영상에 가우시안(gaussian) 저역통과필터로 다

중 스케일의 3 단계 피라미드 영상을 생성하고 

Uniform LBPV, Rotation-Invariance LBPV, Rotation-

Invariance Uniform LBPV 히스토그램을 구한다. 각

각의 히스토그램을 연결하여 105 차원의 특징벡터를 

생성하고, 적은 양의 학습 데이터에서도 인식률이 뛰

어난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하여 연

기 영역과 비연기 영역을 구분하는 분류기를 구현하

였다. 연기 영역의 검출은 배경분리를 통해 구하여진 

연기 후보 블록과 동일 위치의 블록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가 SVM을 이용한 분류에 연기 블록으로 결정

되면 최종 연기 블록이라 결정하였다.

2. 기존의 연기 검출 방법

2.1 배경분리를 통한 후보 연기 블록 검출

차영상을 이용한 배경분리는 영상의 배경과 움직

이는 물체를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연기는 공

기의 확산에 의해 움직이는 물체 중 하나이므로, 제

안한 방법에서는 Collins 등[6]의 방법을 사용하여 식 

(1)과 같이 n번째 현재영상  와 배경영상  

와의 차영상  를 구하였으며, 배경영상 갱신 

수식은 식 (2)와 같다. 식 (3)은 차영상에서 임계값 

 이상인 화소를 연기 후보 화소로 설정하여 이진

영상  를 생성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배경 

영상의 가중치 는 0.98로, 의 값을 30으로 설정하

였다.

        (1)

          (2)

       

   ≤ 
(3)

제안한 방법은 입력 영상을 일정 크기로 분할하여 

연기 블록을 검출하므로 블록의 연기 후보 화소 수가 

블록의 총 화소 수의 80% 이상인 블록을 연기 후보 

블록으로 설정하였다.

2.2 RGB Contrast 영상을 이용한 연기검출 방법

Chen 등[3]은 무채색인 연기와 순색 영역이 동일

한 저주파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용이한 구별을 위해,

식 (4)와 같이 R, G, B 세 개의 값들 중 최대(Max),

중간(Mid), 최소(Min) 값으로 Fig. 1의 RGB Con-

trast 영상 를 생성하였다.

 
 mod  
 mod  
 mod  

(4)

Fig. 1의 (a)와 (c)는 붉은색 영상과 무채색 영상을 

나타내며 (b)와 (d)는 각각 (a)와 (c)의 RGB Con-

trast 영상을 나타낸다. Fig. 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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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채색은 분산이 작고, 순색은 분산이 큰 영상으

로 변환되어 웨이블릿 변환 시 무채색 영역은 저주파 

부대역 에너지가 증가되고 순색 영역은 고주파 부대

역 에너지가 증가되어 두 영역의 분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Fig. 2와 같이 명도와 채도의 크기가 동일

하고 색상만 다른 경우에 동일한 RGB Contrast 영상

으로 변환되어 매우 중요한 정보인 공간영역에서의 

색상에 대한 형태 특징이 사라진다. 또한, 무채색 물

체와 연기를 세밀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정보인 RGB

Contrast 영상에서의 R, G, B 각 채널의 대소 관계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무체색의 물체와 연기를 잘 구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2.3 LBPV를 이용한 질감 분석

공간영역에서 영상의 질감(texture)은 연기 검출

을 위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식 (5)의 LBP는 

명도 영상에서 질감을 분류하는 효과적인 특징으로 

많이 사용된다.

   
  

 

 
 (5)

   if ≥
 

(6)

여기서 는 중앙위치의 화소값, 는 의 주변 이

웃 화소값, 는 주변 화소 수, 은 와 의 Eucli-

dean 거리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   인 

LBP를 많이 사용하며 와 이 증가하면 컴퓨터 연산

량이 증가한다. 일반적인 LBP는  ∼

까지 256개의 특징벡터가 존재하며 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많은 컴퓨터 연산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Ojala 등[7,8]은 LBP 형태를 

Uniform과 Non-uniform으로 나누고, 식 (7)의 이진

수열 변화(0->1 or 1->0) 횟수 가 2 이하이면 

Uniform, 2를 초과할 경우 Non-uniform으로 정의하

여 식 (8)을 이용하여 59개의 특징벡터를 생성하였다.

    
  

 

  mod   (7)

    if    ≤ 

 
(8)

그리고 식 (9)와 같이 우쉬프트 함수 ROR을 이용

하여 36개의 회전불변(rotation-invariant) 형태인 


 와, 식 (10)의 회전불변유니폼(rotation-in-

variant-uniform) 형태인 
 를 구하여 10개의 

특징벡터를 생성하였다.


    (9)


 











  

 

   if   ≤ 

  

(10)

(a) (b) (c) (d)

Fig. 1. Compare smoke with other pure-color objects. (a) Red image, (b) RGB Contrast image of (a), (c) Gray(smoke) 

image and (d) RGB Contrast image of (c).

Fig. 2. Comparison between different color objects. (a) Green image, (b) RGB Contrast image of (a), (c) Red image 

and (d) RGB Contrast image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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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중앙위치의 화소값과 주변 이웃 화소값

들과의 분산이 작거나 큰 영상에 대해 LBP 결과를 

나타낸다. Fig. 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물체의 

질감 연산자인 LBP는 중앙값과 주변 화소와의 단순 

대소 관계를 나타내므로 분산이 크고 작음이 표현되

지 않아 분산이 다른 영상에서도 동일한 LBP 결과를 

나타낸다.

LBP는 지역적 공간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분산은 화소들간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연기검출 과

정에서 분산은 영상의 질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

이다. 그러므로 공간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LBP와 

화소들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식 (11)의 분산과의 결

합은 지역적 형태와 대비(contrast)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11)

여기서 는 주변 화소 의 개수를 나타내며 는 

의 평균을 나타낸다. 그러나 분산은 연속값을 나타

내므로 결합 히스토그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산

값에 대한 양자화 과정이 필요하다. 양자화 과정을 

없애기 위하여 Guo 등[8]은 식 (13)의 LBPV 히스토

그램을 제안하였다

     if    

 
(12)

   
  




  



  ∈ (13)

Yuan[5]은 다중 스케일의 피라미드 명도 영상을 

생성하여 질감 연산자인 LBP와 LBPV 히스토그램

을 구하고, 각 히스토그램을 연결하여 생성된 특징벡

터를 신경망 분류기에 학습시켜 연기를 검출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연기와 비연기 객체를 구분하

는 분류기 학습에 210 차원의 특징벡터를 사용하여 

많은 컴퓨터 연산이 요구되므로, 학습에 요구되는 시

간과 연기를 분석하여 검출하는 시간의 감소를 위하

여 분류 성능은 유지하면서 특징벡터의 개수를 감소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3. 제안한 RGB Contrast 영상에서의 LBPV를 

이용한 연기검출

3.1 색의 평균값과 명도로 구성된 RGB Contrast 영상

일반적으로 연기는 연소 물질에 따라 색이 변화하

지만 동일한 발화점에서 발생하는 연기일 경우 동일

한 색상을 가지므로 연기검출 과정에서 R, G, B 각각

의 화소값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식 (14)와 같이 2 × 2 컬러영상에 R, G, B 각 채널에 

대한 평균값과 명도를 구하여 Fig. 4와 같이 재배열

된 RGB Contrast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Fig. 3. LBP texture operator of images. (a) Small variance image, (b) LBP of (a), (c) Large variance image and (d) 

LBP of (c).

Fig. 4. Comparison between different color objects in the proposed method. (a) Green image, (b) RGB Contrast 

image of (a), (c) Red image and (d) RGB Contrast image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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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안한 방법은 R, G, B 각 화소값의 유사도가 클수

록 무채색에 근접하여 재배열된 RGB Contrast 영상

의 화소값 차이가 작고, 무채색이 아닌 경우 반대 결

과를 나타낸다. 제안한 방법은 Chen 등[3]의 방법의 

장점인 순색과 연기의 구분이 용이할 뿐 만 아니라 

R, G, B 각각의 평균값을 보존하여 색상의 형태 특징

도 보존하는 방법이다. 이는 LBPV를 이용한 질감 

분석 시 성능 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

3.2 LBPV 피라미드와 결합히스토그램 생성

본 논문에서는 다중 스케일의 피라미드 영상에서 

제안한 RGB Contrast 영상으로 변환하여 LBPV 결

합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이를 SVM 분류기에 적

용하여 연기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

법은 연기의 무채색 특성으로 인하여 연기 영역에서

의 RGB Contrast 영상의 분산을 증가시켜 연기와 

비연기 영역의 LBPV 형태의 구분을 용이하게 만든

다. 또한 컬러와 명도 정보를 가진 RGB Contrast 영

상에서 명도와 R, G, B 값들의 대소 관계에 따른 

LBPV를 추출하므로 Yuan[5]의 명도 영상에서의 

LBPV 추출 방법보다 세밀하게 특징을 추출할 수 있

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105 차원의 LBPV 결합히스

토그램만을 추출하여 Yuan[5]의 210 차원의 LBP와 

LBPV 결합히스토그램의 특징 개수를 반으로 감소

시켰다. 이는 연기 영역의 분산을 증가시키는 RGB

Contrast 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연기와 비연기

의 분류 성능은 유지하면서 학습에 요구되는 연산량

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제안한 방법은  RGB Contrast 영상에 가우시안

(gaussian) 저역통과필터링으로 Fig. 5의 다중 스케

일의 3단계 피라미드 영상을 생성하고, 원영상 와 

1/4과 1/16 크기로 축소된 영상 과 를 각각 ×,

×, ×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한다. 의 블록마다 

Uniform LBPV 히스토그램을, 은 Rotation-

Invariance LBPV 히스토그램을, 는 Rotation-

Invariance Uniform LBPV 히스토그램을 각각 추출

하여 결합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 분류기에 학습데

이터로 사용될 결합히스토그램은   59개,

  36개,   10개를 더해 모두 105 차원

이다.

3.3 SVM을 이용한 분류

SVM 알고리즘은 그룹을 분류하기 위하여 그룹간

의 거리를 최대로 하는 함수를 만드는 개념이다. 분

류를 위한 SVM은 SVM의 차원을 최소화 하는 가장 

큰 마진값을 가진 긍정적 값과 부정적 값을 클래스로 

분리하는 결정평면으로서 초평면을 만드는 것이다.

만들어진 초평면 함수를 바탕으로 실제로 분류할 자

료를 긍정적 값과 부정적 값으로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1개의 훈련 동영상에서 ×

크기의 연기 블록 30개에서 다중 스케일에서의 LBPV

히스토그램을 추출하고 결합하여, 105 차원의 결합

히스토그램 30개를 학습데이터로 생성하였으며, 비

연기 블록도 동일한 방식으로 105 차원의 결합히스

토그램 50개를 학습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연

기 블록과 비연기 블록의 LBPV의 결합히스토그램을

각각 긍정적 값과 부정적 값으로 레이블링한 후 학습

을 시켜 두 클래스를 분리하는 초평면 함수를 만들었

다. SVM은 Opencv에서 제공하는 2.4.3 버전을 사용

하였으며,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105 차원의 LBPV

결합히스토그램은 고차원의 분류가 필요하여 비교

적 연산량이 작은 선형 SVM을 사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의 영상 입력 시 연기검출 방법은 

다중 스케일의 피라미드 영상을 RGB Contrast 영상

으로 변환하고 LBPV 히스토그램 추출하야 결합히

스토그램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SVM의 분류 경계

와의 거리에 따라 연기와 비연기 블록으로 구분하고,

연기로 분류된 블록이 배경분리에서 연기 후보 블록

일 경우에만 연기 블록으로 결정한다. Fig. 6에서 제

(a) (b)

Fig. 5. Image and LBPV pyramids. (a) image pyramid 

and (b) LBPV pyr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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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연기검출 방법의 개략적인 흐름도를 나타내었

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기

존의 LBP와 LBPV를 이용한 Yuan[5]의 방법과 성능

을 비교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Toreyin 등[9]의 논문

에 사용된 동영상 3개와 직접 제작한 연기 동영상 

1개를 추가하여 총 4개의 동영상을 실험에 사용하였

다. 이는 Yuan의 학습영상보다 현저히 적은 양의 학

습 데이터로 연기검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Yuan의 방법에 2장 1절의 배경분리를 추가하여 동

일한 실험 환경에서 성능을 비교하였다. Fig. 7에서 

훈련 동영상 Fig. 7의 (a)와 새로운 동영상들에 제안

한 방법을 적용하여 검출한 연기 블록을 초록색 경계

사각형으로 표시하였으며, 연기 블록이 1개라도 검

출되면 연기 프레임으로 인식하였다. 성능의 객관적

인 평가를 위해 각각의 영상들의 총 프레임수와 화염

이 포함된 프레임의 수를 미리 계산하고 연기가 포함

된 프레임을 얼마나 찾아내는지를 나타내는 식 (15)

의 검출율(true positive rate)과 화염이 포함되지 않

는 프레임을 화염으로 인식하는 식 (16)의 오검출율

(false positive rate)을 성능 평가 인자로 사용하였다.

      

  det 
×

(15)

       

    
× 

(16)

Table 1과 Table 2는 제안한 방법과 Yuan의 방법

에서 올바른 인식 프레임 수와 오인식 프레임 수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방법 모

두 Movie 2와 Movie 3에서 오인식 프레임이 나타났

으며 Yuan의 방법이 더 많은 오인식 프레임이 나타

났다. 이는 Movie 2와 Movie 3 모두 연기와 비슷한 

무채색의 물체가 존재하여 훈련동영상 Movie 1에서 

생성한 학습데이터만으로 정확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안한 방법과 Yuan의 방법 모두 Movie

1을 제외한 모든 동영상에서 몇몇 프레임을 연기 프

레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배경분리 시 식 

(2)의 의 값보다 작은 명도 차이를 보인 블록에서 

미검출 프레임이 나타났다.

Table 3은 제안한 방법과 Yuan의 방법에 대해 검

출율과 오검출율 성능 비교 결과이다. 제안한 방법이 

검출율은 Yuan의 방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오검출율

Fig. 6. The flow chart of the proposed method.

(a) (b) (c) (d)

Fig. 7. Detected smoke frames of the proposed method. (a) Movie 1(training video), (b) Movie 2, (c) Movie 3 and 

(d) Movi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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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훨씬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Fig. 8의 (a)와 (b)

는 각각 제안한 방법과 Yuan의 방법의 오검출 프레

임을 나타낸다. 제안한 방법은 Movie 2에서 움직이

는 영역 중 일부분이 오검출 되었으며 Movie 3은 무

채색 영역의 검은색 사람이 연기로 오검출 되었다.

그러나 Yuan의 방법이 제안한 방법보다 더 많은 블

록들이 연기 블록으로 오인식 되는 것을 실험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210 차원의 특징벡터

를 105 차원의 특징벡터로 감소시켜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Yuan의 방법보다 오검출율에서 향상된 성

능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스케일의 피라미드 영상에서 

R ,G B 각 채널에서의 블록 평균값과 명도로 구성된 

RGB Contrast 영상을 생성하고, LBPV 결합히스토

그램을 생성하여 SVM 분류기를 이용하여 연기를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roposed method

Videos Total frames Smoke frames Detected frames False alarm frames

Movie 1 2160 2087 2087 0

Movie 2 389 372 361 5

Movie 3 3312 3128 3056 11

Movie 4 480 432 398 0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Yuan's method

Movies Total frames Smoke frames Detected frames False alarm frames

Movie 1 2160 2087 2087 0

Movie 2 389 372 349 8

Movie 3 3312 3128 3069 38

Movie 4 480 432 413 0

Table 3. Smoke detection performance comparisons on Movies 

Movies
True positive rates False positive rates

Proposed method Yuan Proposed method Yuan

Movie 1 1.00 1.00 0 0

Movie 2 0.97 0.93 0.29 0.47

Movie 3 0.97 0.98 0.05 0.21

Movie 4 0.92 0.95 0 0

Mean 0.96 0.96 0.08 0.17

(a) (b)

Fig. 8. False alarm frames. (a) the proposed method and (b) Yuan’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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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순색과 

연기의 구분이 용이할 뿐 만 아니라 색상의 형태 특

징도 보존하여, LBPV 결합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분

류 시 무채색 물체와 연기를 세밀하게 구별하여 오검

출 성능의 개선 결과가 두드러진다. 또한 기존의 방

법보다 특징벡터의 수를 반으로 줄여 학습에 소요되

는 연산량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법

보다 향상된 연기검출 성능을 가진다.

제안한 방법은 연기 후보 블록 결정 조건에 고정 

임계치를 사용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

는 LBPV와 연동되는 적응적 임계치 설정 방법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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