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기존의 감시 카메라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수록 

감시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에 각종 센서를 추가하

게 됨으로써 감시 장비의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감시카메라의 기본 기능인 시각적인 부분

에 다양한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접목하여 제작하게 

된다면 저가의 감시 장비로도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

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다양한 객체 검출은 이전부

터 많이 연구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센서를 이용하지 않고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원하는 객체를 정확히 검출하는 것이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객체 검출의 핵심이다 하지만 다양한 환경

예를 들어 빛이 없는 어두운 밤이나 노을로 인한 붉

은 빛이 강한 저녁과 같은 환경에서는 움직임이나 

색을 통한 정확한 객체 검출이 어렵다 이를 사람의 

인지 능력처럼 컴퓨터로 객체를 정확히 검출하는 방

법은 지난 수년간 연구되어 왔으며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졌다 이미 센서와 영상 검출을 융합하여 만들

어진 감시 카메라가 실용화 되었으며 실제로도 상당

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센서 

융합 감시 카메라의 경우 다양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장해야 함으로 고가의 정확한 센서와 고 

해상도의 카메라가 사용됨으로 가격 상승이 당연한 

일이며 이는 감시 카메라 설치에 상당한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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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저비용 고 효율의 

감시 카메라를 위하여 계속 연구 중 이다

일반적으로 움직임 검출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되

는 검출은 화재검출이다 화재검출이란 감시 영역에

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시점을 실시간으로 파악

하여 화재의 확산을 막고 빠른 진압하기 위한 기술

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화재검출을 이용하면 화재 

발생 시 화재 경보 시스템으로 현재의 상황과 다양한 

부가 정보를 전달하여 조기 진압함으로 써 더 큰 피

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화재검출의 경우 실내

와 실외의 경우를 따로 생각해야 한다 실내의 경우 

간단한 화재검출 기법과 센서를 융합하면 쉽게 검출

이 가능하다 연기 검출 센서와 열 감지 센서등은 그

렇게 고가의 장비가 아니다 하지만 실외의 경우에는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만약 미터

밖에 화재가 발생 했다고 가정했을 때 저가의 열 감

지 센서로 감지가 되는 상황이면 이미 그 화재의 크

기는 쉽게 진압되는 상황을 지나쳤다고 봐도 무방하

다 또한 연기 검출 센서의 경우 바람등과 같은 요인

으로 센서 방향으로 특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움직이

지 않는다면 이 센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센서

의 경우 실외에 설치할 경우 비바람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잦은 고장과 오작동이 수반 될 수밖에 없으

며 이는 검출 신뢰율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감시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을 분석 하여 

센서 없이도 화재를 검출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

이 개발되고 있다 이중에는 영상에서 색상성분을 이

용한 칼라기반 검출방법 영상의 색상과 엣지 정보를 

이용한 검출방법 시간 적 변화에 기반 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외부 조명의 종류 세기 등으로 인해 색상

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 배경이 복잡하거나 

화재 영역에 잡음이 포함되었을 경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화재로 잘못 검출되거나 화재 영역의 범위를 

잘못 인식 하는 것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검출을 이용하여 

를 줄이고 이후 질감과 색채가 가지는 공간 분포 

정보를 이용하여 화재를 검출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배경을 제외함으로써 계산해야 하는 범위를 줄여 속

도를 높이고 영상의 크기 및 칼라정보를 정규화 할 

때 가중치를 추가함으로 써 불필요하게 검출되는 영

역을 제외함으로써 검출율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이전에 

연구된 화재검출 알고리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각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다 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전 알

고리즘과의 차별성을 분석한다 장에서는 실험 결

과의 화재검출율과 검출된 결과물에 대해 분석 후 

마지막으로 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HSI 칼라모델 기반 검출

칼라모델은 색상 정보에서 휘도

를 분리시킨 것이다 이 칼라모델은 인간이 느끼는 

색상 공간과 가장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는 

색상 는 채도 는 명도

이다 칼라모델은 영상입력 장치로부터 들어

온 칼라를 로 변환 하여 사용한다

이 칼라모델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없는 상황

에서 쉽고 빠르게 검출되는 반면 외부 조명의 종류

세기 그리고 변화에 따라 화재 색상 성분이 각기 다

르게 인지되기 때문에 적응적 화재 영역을 검출함에 

어려움이 있다

2.2 에지(Edge)를 이용한 검출
에지는 디지털 영상에서 밝기가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또는 높은 값에서 낮은 값으로 변하는 지점이

며 디지털 영상을 구성하는 객체 간의 경계 또는 경

계선이다 이 에지 정보를 이용하면 물체 식별 위치

모양 크기등을 인지하고 방향성을 탐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에지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명도 변화량을 

검출하여 에지 위치를 검출한다 검출된 에지는 필요

에 따라 차 미분 혹은 차 미분을 사용한다

이 에지 정보를 이용한 검출의 경우 입력 받은 영

상으로부터 적응적인 에지를 검출하고 각 화재 영역

에 대해 칼라정보를 이용하여 에지 병합 후 최종 화

재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이 방법은 외

부조명에 강인하며 적응적인 에지 추출이 가능하나 

배경이 복잡하거나 배경의 화재 영역에 잡음영역이 

포함되는 단점이 있다



2.3 히스토그램 해석을 이용한 검출
시간적 변화에 기반 한 검출 방법은 화염일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휘도의 변화가 크다는 특징을 

이용한 방법으로 화염과 비 화염 영역으로 분리 하고 

화염의 칼라정보를 이용하여 비 화염 역역을 제거한

다 이후 화염 영역 후보로 검출된 영역의 면적 변화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계산 후 화재로 

특정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경우 불꽃의 확산 변화를 인지하는 방

법이지만 외부 조명에 민감하며 화재로 특정한 영역

의 확산이 크지 않다면 빠른 검출이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히스토그램 해석을 

이용한 검출이 있다 히스토그램은 영상 내에서 화재

와 전등과 같은 경우 높은 밝기 값을 갖는 화소의 

발생 빈도수를 나타내는 집합이다 영상에서는 입력 

영상 전체를 분석하여 특정 를 설정하거나 영상

의 시각적 화질 개선 분야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

된다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검출에서는 화재 발생 시 불

꽃은 두 가지 속성을 이용한다 첫째는 불꽃의 중심

은 정적이지만 외곽은 동적인 특징이며 둘째 화재는 

확산은 되지만 위치가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다 히스토그램 기법은 화재의 동적인 특성을 

화재 판단의 수단으로 설정하고 이를 히스토그램 분

석한다 화재의 히스토그램 분포는 정상적인 상태

불이 난 후의 상태 연기가 난 상태의 세 가지의 분포

가 각각 다르다는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화재판단 여부는 이 중 하나를 화재의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는 영상으로 분석

한 결과이며 는 화염 영역이며 는 비화염 영역

이다 히스토그램 분포도에 의한 색상 분리도는 적색 

성분의 경우 화염 영역은 높은 구간에 분포하고 비화

염 영역의 경우 낮은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상호 분

리도 특성이 우수하다 녹색 성분과 청색 성분은 비

교적 상호 분리도 특성이 좋지 않다

하지만 히스토그램 분석은 단순히 영상을 구성하

는 색상의 양과 분포에 대한 정보만 표현하기 때문에 

그 분포가 유사한 영상을 구분하지 못하며 다양한 

불빛이 존재하는 하는 복잡한 환경일 경우 상태에 

대한 기준 히스토그램을 얻기가 힘들다

2.4 비디오 시퀀스 정보를 이용한 검출
이 검출 방법은 비디오 시퀀스로부터 칼라와 움직

임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여러 영상에 대해 

불꽃에 해당하는 칼라에 대해 학습을 통해 룩업 테이

블을 만들어 놓고 임의의 영상에 대해 그 룩업 테이

블에 해당하는 화소들을 추출한 다음 불꽃의 움직임 

정보를 추출하여 외부의 영향을 제거한다

이 방법은 불꽃의 분류와 기존의 칼라정보를 이용

한 불꽃 분류 방법의 두 가지를 결합하여 적용하며

잡음 및 물체의 움직임에도 정확한 화재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영상 프레임을 블록으로 분

할하여 블록 내에 불꽃으로 검출된 영역의 면적 변화

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화재로 결정

하여 화염의 화염 검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는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화염 영역의 면

적변화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 방법은 초기 화재의 경우 검출이 어렵

고 미리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문제점이 

Fig. 1. (a) RGB histogram on flame and (b) RGB histogram on not flame.



있다

Fig. 2. Fire detection area.

Fig. 3. Flowchart for detection algorithm.

3. 제안한 방법
3.1 제안한 알고리즘의 개요

제안한 알고리즘은 입력되는 영상으로부터 움직

임 객체를 검출한 뒤 이를 첫 번째 화재영역 후보로 

설정하고 설정 된 후보 영역을 칼라정보 분석을 통하

여 화재 영역으로 확정한다 확정된 화재 영역에 외

부 경계 추출 및 노이즈 제거 등의 영역해석을 수행

함으로써 최종 화재영역을 검출한다 이 과정의 전체 

흐름을 아래의 로 나타내었다

3.2 움직임 객체 검출
차 화재 후보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

임 객체를 검출한다 이를 위해 연속된 두 프레임간

의 차영상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

는 차영상 분석 기법을 이용하기 위한 개의 

이미지 이다 배경영상의 구분은 평균차이 배경모델

을 이용하였다 평균차이란 연속된 프레임 간 픽

셀차이의 절대 값에 대한 평균을 말한다 각 프레임

의 평균차이 영상을 일정한 시간 동안 누적하여 평균

차이 배경모델을 생성한다 평균차이 배경모델이 생

성되면 전경과 배경영역을 분할한다 다음으로 연결

요소 를 이용하여 분할된 

영상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차영상 기법을 이용하여 

분리된 배경 영상을 화재검출 영역에서 제외 시켰다

이 후 두 프레임간의 밝기 차이를 구한 후 임계값을 

사용하여 만약 임계값 보다 낮은 밝기 차이를 가진 

부분이 있다면 이를 움직임이 없는 배경으로 구별하

고 또 임계값 보다 큰 밝기 차이를 가진 부분이 있다

면 이를 움직임이 있는 물체로 구별하였다 은 

그 결과 영상이다

3.3 칼라정보 분석을 통한 2차 화재영역 검출

Fig. 4. (a) Background image without fire and (b) Test image with fire.



움직임 객체 검출로 차 화재 후보 영역을 설정하

였다면 이제 칼라 공간에서 각 성분 간의 칼라

정보를 이용하여 차적인 화재영역을 검출한다 검

출방법은 먼저 영역에서 성분 간의 값 차이 

평균을 적용하여 칼라모델을 생성하고 검출에 필요

한 값을 구한다 이후 각 성분 간의 논리곱 연산

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과정을 아래 식 에 정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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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Γ Λ은 상수이다 화재영역에서 성

분 간의 차의 값은 거의 일정한 값을 취하고 있다는 

규칙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을 이용한다

Fig. 6. (a) Difference image, (b) Threshold image, (c) Fire detection image and (d) Final image.

Fig. 5. (a) Difference image and (b) Threshold images.



Fig. 7. (a) Fire forest and (b) result, (c) Fire with Human and (d) result, (e)Fire in the Wind and (f) result, (g) Fire
with Smoke and (h) result, (i) In the night and (j) result



면 식 에서 사용되는 Γ Λ의 값을 찾을 수 있

다 본 논문에서 성분 차의 절대 값 Γ의 값을 

통계를 통해 구하였을 때 보다 크거나 같다면 화재

로 설정한다 또한 화재 영역의 밝기를 나타내는 Λ는 

통계를 통한 평균값으로 이상이면 화재로 설정한

다 이 두 조건이 만족 할 경우 최종 화재영역으로 

간주한다

이을 이용하여 수행한 결과 영상은 의 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 영상은 실시간으로 입력

되는 영상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의 가 영상

에서 움직임 객체 검출과 칼라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최종 결과물이며 화재로 확정하는 영역이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타 비디오 데이터 비교

본 장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개의 다른 환

경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실험하였다 성능평가는 

와 으로 구성된 에서 

를 이용하여 실험 하였다 은 제안한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실험한 원본영상과 결과 영상이다

4.2 실험 결과
화재는 그 화재가 발생한 상황과 지역에 상관없이 

빨리 발견하여 진압할수록 그 피해가 줄어든다 따라

서 빠르고 정확한 검출은 필수기능이다 위에 결과와 

화재 영상을 비교하여 보면 바람 연기 주야등 환경

과 화재 지역에 상관없이 화재가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화재검출 실행시간은 평균 

초로 측정 되었다 이전 논문에서는 각 프레임 전체

에서 칼라분석을 통하여 화재를 검출하였지만 제안

한 알고리즘에서는 배경을 배제하고 움직임이 검출 

영역에서 칼라분석을 통하여 화재를 검출함으로서 

검출의 효용성을 높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제안한 화재검출 방법은 이전의 칼라모델을 이용한 

화재검출과 비교하여 같은 정확도를 가지며 더 빠른 

검출 시간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충분히 실제 화재 감시 시스템에서 안정적이고 

빠르게 화재검출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화재의 움직임 정보와 칼라정보 분석

을 이용한 화재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하

는 화재검출 방법은 실시간 영상에서 움직임 객체를 

검출하여 차 화재 영역으로 설정한 다음 영상의 칼

라정보 분석을 통한 차 검출로 화재검출의 정확도

를 높였다 이후 화재의 외부 경계추출 노이즈 제거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Table 2. Comparison Data(Time/Frame) with conventional algorithm



등의 영역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최종 화재영역을 검

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실행시간에 비추어 실

시간에 가깝게 동작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제안한 

방법은 실제 화재 진압 시스템에서 확실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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