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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s urban transit system is regarded as the important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 which saves passengers' 

time and provides the safety. Many researches focus on the rapid and protective responses that minimize the losses 

when dangerous situation occurs.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early fire detection and corresponding rapid 

response method in urban transit system by combining automatic fire detection for video input and the sensor 

system. The fire detection method consists of two parts, spark detection and smoke detection. At the spark 

detection, the RGB color of input video is converted into HSV color and the frame difference is obtained in 

temporal direction. The region with high R values is considered as fire region candidate and stepwise fire detection 

rule is applied to calculate its size. At the smoke detection stage, we used the smoke sensor network to secure 

the credibility of spark detection. The proposed system can be implemented at low prices. In the future work, we 

would improve the detection algorithm and the accuracy of sensor location in the network.

1. 서론

 사회의 도시철도는 시간과 안정성을 갖춘 교통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도시철도는 

서울에서 하루 평균 650만명에 육박하는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편리한 특성 때문에 구, 

부산, 주,  등 주요 행정 지역에서의 발 도 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철도는 재난에 

한 신속한 응력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 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형 사고로 

기억되는 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국내에서는 도시철도 화재에 한 심과 그에 한 방책을 찾

는데 투자와 연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환경에서의 화재 기 검지를 통한 신속한 응 로세서를 구축하고자 

상 자체에서의 자동 화재 검지와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종합 화재 경보 시스템 구축을 한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불꽃 감지 부와 연기 감지 부로 나  수 있다.

첫 번째 상 불꽃 감지 부에서는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RGB 컬러 입력 상을 받은 후 색상 공

간을 변환하여 차 상을 추출하여 실험값에 의한 임계값에 따라 이진 상으로 변환한다. 그 후 화재 

후보 역과 단계별 화재 검지 단계 룰을 용하여 후보 상 역에서의 화재 화소 개수를 측, 측정

하여 최종 으로 결과를 별한다. 두 번째 연기 감지 부는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연기 감지 센서

를 통해 상에서의 불꽃 감지에 한 신뢰성을 보강하고 기 화재 별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

다. 본 시스템을 도시철도 장에 실제 구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응이 가능하고, 승객들에 

한 사후 피 조치를 원활하게 진행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한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해 논하

고 3장에서는 화재 경보시스템의 구성  설계 내용에 해 소개한다. 4장은 시스템  불꽃 감지 부의 

지능형 상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실험 방법  결과를 보이고 끝으로 5장에서 결론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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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은 기존 도시철도 환경 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센서 경보 

시스템만을 이용한 보안 방법과는 달리 CCTV 카메라의 입력 상을 자동 으로 지능형 상 분석을 

하여 상에서의 화재를 검출하는 방법과 센서를 통합하여 구성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센서 기반의 

시스템에 비해 양방향 검출이 가능하고 검출 신뢰성에 있어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에서도 뛰

어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표 1은 기존 센서 기반의 화재 경보 시스템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상

과 센서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목  록 센서 기반 화재 경보 시스템 제안한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

설치 하드웨어 연기 센서 CCTV 카메라, 영상분석기, 연기 센서

시스템의 성격 화재 시 단순 연기감지를 통한 경보
화재 감시와 연기 감시를 통한 신뢰성 

높은 통합 판단 시스템

시나리오 연기 감지 화재 불꽃 감지, 연기 감지, 영역 감시

하드웨어 연동 센서-종합사령실 카메라(영상 분석)-종합사령실-센서

인터페이스 자체 프로토콜 표준 프로토콜(이기종간 호환성 높음)

도표 1. 센서 기반의 화재 경보 시스템과 제안한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의 비교

의 표에서 재 설치되어 있는 센서 기반 화재 경보 시스템을 살펴보면 연기 센서가 주요 하드웨어 

장비로써 화재 발생 시 연기 감지를 통해 경보를 종합사령실로 송신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화재

가 발생하면 불꽃과 함께 사 에 연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연기 감지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기 감지 센서만을 이용하는 경우 화재가 이미 형으로 커져서 연기가 많이 확산된 경우에 센

서가 감지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계 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제안한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에서는 연기 

감지 센서를 이용해 연기를 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철도 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상을 병

행 활용하게 된다. 그 원리는 간단하게 CCTV 상 입력을 자체 지능형 핵심 알고리즘이 탑재된 상 

분석기에 통과시킨 후 상 내 화재를 감시하여 경보를 알리는 역할을 추가 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

러한 시스템은 연기 감시와 화재의 불을 감시하기 때문에 양방향  하나만 검지되어도 발생된 화재에 

해 기 신속 응이 가능하고 두 가지 경우의 경보 데이터를 통합 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경보

에 한 단의 신뢰성을 높여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센서 기반 화재 경보 시스템은 하드

웨어가 센서와 종합사령실의 1  1 연동인 반면, 제안한 시스템은 카메라와 센서의 다수 입력을 종합사

령실에서 연동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  1 연동 방법으로 구성된다. 입력 장비와 종합사령실 간의 

인터페이스 역시 자체 로토콜을 통한 방법에서 표  Modbus 로토콜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이기종 

간 호환성이 상 으로 높다. 한 기타 특징으로는 상분석기만 새롭게 추가 설치하고 기존의 CCTV 

카메라와 연기 감지 센서들을 그 로 활용할 수 있어서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

이 들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상 분석기 내부의 알고리즘은 화재 경보 외에도 다양한 알고리즘이 

부가 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자체 인 국산 기술의 개발 면에서도 기여하고 있다. 다음 3장에서는 제안

한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에 한 설계  운  방법에 해 소개한다.

3. 영상과 센서 기반의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을 설계한 목표는 화재 발생에 따른 특성(연기, 불꽃 등)에 해 사  분석하고 

형 사고를 방하기 함이다. 한 리자의 감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카메라 상 내 화재 검지를 하기 

때문에 리자의 집 도가 떨어진 경우에 비하는 것이 그 목 이다. 

제안한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은 서론에서 소개한 것처럼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불꽃 감지 부와 연기 

감지 부로 나  수 있다. 불꽃 감지 부는 CCTV 카메라 입력 상을 지능형 알고리즘으로 자동 분석하

여 화재의 붉은 색을 검출한다. 하지만 상의 불꽃 감지 부의 신뢰성을 보강하기 해 센서를 이용한 

연기 감지 부를 병행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연기 감지 센서는 기존의 센서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꽃 감지와 병행하여 사용하게 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 이 게 불꽃 감지 부와 연

기 감지 부를 활용한다면 화재의 강도 역시 단계별로 분류하여 처할 수 있다. 불꽃의 세기나 분포정

도 그리고 연기의 확산 분포  속도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후 처리에 한 행 를 자동 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림 1은 제안한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의 구성도이며 표 2는 단계별 화재 발생 사후 처리에 

한 시나리오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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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위험도 판단 여부 경보

1 없음 연기 및 불꽃 검출 없음 없음

2 낮음 연기 또는 불꽃 검출 있음 역무실

3 조금 위험 연기 및 불꽃 검출 있음, 각 센서 2개 이상 경보 역무실

4 위험 연기 및 불꽃 검출 있음, 센서 3개 이상 경보 역무실+관제실

5 매우 위험 연기 및 불꽃 검출 있음, 센서 5개 이상 경보 역무실+관제실+소방서

도표 2. 화재 발생 사후 처리 단계별 시나리오

그림 1. 제안한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의 구성도

도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 시스템은 화재 발생에 따른 단계별 구분을 갖는다. 5단계로 세분화 하

으며 연기  불꽃 검출 래그의 변경에 따라 단을 하는데 1단계가 가장 안 한 경우이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험요소를 가지는 것이다. 1단계는 연기  불꽃 검출이 없는 안 한 경우로 경보를 하지 

않고 2, 3단계는 연기 는 불꽃 검출이 있으며 센서 2개 이상이 경보를 울리는 경우 역무실 리자에

게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4, 5단계는 험요소가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경우로 센서가 3개 

는 5개가 경보를 울리며 역무실 리자뿐만 아니라 제센터와 소방서( 정)에 자동 연결하여 상황을 

알리고 승객에 한 구호 조치를 하게 된다. 그림 1은 체 인 통합 화재 경보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

낸 것이다. 이벤트 발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입력 장치로는 CCTV 카메라와 연기 감지 센서를 사용

하게 되며 CCTV 카메라는 화재 검출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 지능형 상 분석기를 사용하여 자동 

상을 분석한 후 종합사령실로 데이터를 송한다. 그리고 연기 감지 센서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종합

사령실로 데이터가 송되게 되며 종합사령실에서는 이러한 입력 장치들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종합 인 

단을 하게 된다. 역무실 리자에게 알리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소방서에 연결하도록 구성한다. 한 

이러한 경보에 해 용량 장장치에 히스토리를 장한다. 이처럼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은 기존의 

센서 기반의 경보 시스템에 비해 세분화되어 정 한 화재 감시가 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역사에 구축이 되면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시스템에서 입력 상을 자동 으로 분석하는 상 분석기 내 탑재된 화재 감시 알고리즘은 컬러

상을 변환, 분석하여 단하는 방법을 택하 다. CCTV 카메라 상은 보통 RGB 는 YCbCr 입력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입력 상을 HSV의 컬러 공간으로 변형하여 분석하게 된다. 변환한 컬러 상

에서 기 이 될 배경 상을 추출하고 매 임을 경 상으로 획득하여 처리한다. H, S, V의 단일 

채 로 분리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두 상의 V 채 을 추출하여 차를 구한다. 그 상에서 Otzu 임

계치 방법을 통하여 임계치를 구한 후 이진 상으로 변환한다. 이진 상의 각 픽셀과 화재가 주로 가지는 

R 는 Cr 값의 비교를 통해 화재 역을 추출한다. 비교한 후 정확한 화재 역 검출  상에 존재하고 

있는 잡음을 제거하기 해 모폴로지, 미디언 필터링을 시행한다. 그림 2는 화재 검출 알고리즘의 흐름

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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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화재 검출 알고리즘의 흐름도

그림에서 3-Step Rules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화재 역을 검출하는 방법  하나로 소개되고 있

다. RGB 입력 상을 기 으로 설명하자면 상의 R 채 의 평균값(Rav)과 S 채 의 평균값(Sav)을 구

한다. R1에서는 R값의 비교 단계로 R이 Rav 보다 큰 경우를 만족하는 지 확인하고 R2에서는 R, G, B의 

비교를 진행한다. 화재의 특성 상 R이 많이 추출되어야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R3에서는 S 채  값과 R 채  값을 비교하는 단계로 최종 인 화재 역에 한 검출을 마친

다. 아래의 식 1은 3-Step Rule을 소개한 것이다.

 


   

  





(식 1)

이처럼 상의 자동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기 센서와 통합 으로 사용하여 통합 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단계별 상황 단에 따른 효율 인 경보와 사고에 한 응을 즉각 으로 할 수 있

다. 

4. 실험 결과

본 장에서의 실험은 제안한 시스템의 불꽃 감지 부인 자동 화재 검출 알고리즘에 해 테스트한 결과

를 보인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PC(Intel Core2Quad CPU Q6600-2.4GHz, 2GB RAM), CCTV 카메라 

그리고 임 그 버이다. 샘  상은 3단계 난이도를 나 어 실험을 하 는데 기 인 난이도부터 

화재의 특정 색과 비슷한 배경의 난이도 있는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샘  상은 구 과 유투

를 통해 획득하 다. 그림 3은 실험한 결과 상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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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그림 3. 불꽃 검출 부 실험 결과 상

((a)촛불 불꽃 검지, (b)집안의 화재 검지, (c)빨간 벽돌이 있는 야외 화재 검지) 

그림 3(a)는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불꽃에 한 검출 여부의 확인을 해 테스트 한 것이다. 상의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부분이 발원 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 으며 최종 검출 상에는 

“Fire Detected” 라는 문구가 출력된다. 촛불은 특이한 미동 없이 불꽃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b)는 난이도 으로 집안 내에서 발생된 넓은 역의 화재 검출에 해 

실험한 상이다. 이 상 역시 화재 역에 한 발원 과 검출 경보가 정확하게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3(c)의 상은 타 연구실에서 테스트한 상을 수집하여 실험하 으며 화재의 색

과 비슷한 빨간 벽돌을 배경으로 하는 상황에서의 화재를 정확하게 검출하는지 확인하 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은 배경과 경에 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화재 역을 정확하게 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와 같이 실험 결과에서는 본 불꽃 감지 부의 자동 화재 검출 알고리즘이 다양한 난이도에서 신뢰성 

있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기 감지 센서에 한 신뢰성을 보강하고 통합 화재 경보 

시스템에 한 동작이 강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에서 요하다고 단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센서 주의 화재 경보 시스템의 한계 을 극복하고자 CCTV 상을 이용한 

자동 화재 불꽃 검출 방법과 연기 센서를 이용한 연기 감지 방법이 통합된 화재 경보 시스템에 해 연

구하 다. 불꽃 검출부에서는 일반 CCTV 카메라 상을 입력 받아 화재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해 화재

의 발원   불꽃을 감지하여 래그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 으며, 연기 감지 부에서는 연기 센서

를 이용하여 래그를 발생시키도록 구성하 다. 화재 검출 알고리즘은 컬러 공간을 변환하여 배경과 

경에서의 특성을 분석하여 3-Step-Rule을 용해 화재 역을 검출하도록 설계하 고 그에 한 실

험을 진행하 다. 3단계의 난이도에 따른 샘  상을 수집하여 실험한 결과  난이도에서 화재 검출 

알고리즘이 정상 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기 감지 센서와 사용하 을 때 성능의 신뢰

성을 보강하고 강건하게 동작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알고리즘에 한 추가

인 테스트 진행  연기 분포도 화재 역 분석 방법을 용하여 발 시킬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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