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5 권 1 호  

 

 

다양한 컬러 공간에 따른 영상 내 화염 검출 성능 연구  

 

최병수*, 김정대**, 도용태***  

대구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e-mail : ytdo@daegu.ac.kr  

 

A Study on Fire Flame Detection Performance  

in the Images of Various Color Spaces 
 

Byung-Soo Choi*, Jeong-Dae Kim**, Yongtae Do***  

School of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re has been increasing attention about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of disasters. 

Particularly, for the case of fire disaster, early detection reduces the damage caused by fire 

significantly and effective detection method is important. Since most existing detectors need to be 

located at a close distance to fire, analyzing camera images to find fire becomes active research 

topic.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fire images in various color spaces 

and report the experimental detection results. The best result is 77.8% success rate in YIQ space.     

 

1. 서론  

각종 테러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특히 화재는 초기에 얼마나 빨리 검출

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된

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주

로 연기, 열, 또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감지기를 사용

하고 있다. 이러한 감지기들은 화염에 근접한 경우에

만 신빙성을 가지게 되고, 화염을 감지하였다 하더라

도 화재의 크기나 방향 등을 감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각센서를 이용

한 신뢰성이 있는 감지 기법 개발이 활발하다. 
근래 많은 공공시설에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영상 해석을 통한 자동화된 화재 감지 기법을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

은 컬러를 이용하여 정적인 영상에서 화재를 찾고, 

이후 동적 영상에서 화염의 시간적 변화 특성을 관찰

하여 화재로 판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1].  

본 논문에서는 컬러 영상 내에서 화염과 비화염의 

적절한 경계치를 결정하고 검출된 화소의 분포 비중

에 따라 화염을 포함하는 영상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특히 다양한 컬러공간에 따른 성능을 비교 

확인하였다. 

 

2. 컬러 공간별 화염 검출  

일반적으로 화염의 온도는 컬러로 구별 할 수 있다. 

적색은 1000℃ 이하의 온도, 주황색은 1200℃ 이하의 

온도에서, 그리고 백색은 1500℃ 이하에서 나타난다 

[2].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영상에서 화염을 찾을 

수 있다. 즉, 화염의 컬러를 특징짓고, 아주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검출한다. 

먼저 RGB 컬러 공간에서는 화염을 검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식(1)과 같이 {r, g, v} 컬러 

공간으로 변환한다. 

 
여기서 r 과 g 는 정규화된 적색과 녹색 성분이며 

v 는 평균 밝기이다. 영상에서 샘플 화염 화소들을 

추출하여 r, g, v 의 분포를 대체로 살펴보면 그림 

1 과 같았다. 화염(실선)이 비화염(점선) 보다 r 값과 

g 값의 분포가 높고, 일정범위를 갖는다. 명도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1. 화염과 비화염 화소의 r,g,v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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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화염은 명도가 크고 r

일정범위 안에 분포한다고 가정한

화염에 대한 샘플을 취득하여 각 임계치를

식(2)에 의해 화염 화소를 결정하였다

화염 화소를 의미한다.  

일단 화염 화소가 검출되면 해당 

의해 식(3)과 같이 화재 영상인지 아닌지를

수 있다.  

HSV 컬러 공간, HSL 컬러 공간

공간에서는 H 값의 정의는 모두 같고

SHSL, SHSI값은 식(4)와 같이 달리 정의된다

 

실제 화염 샘플 영상에서 H 값은 

황색에 가까운 80°정도까지의 분포를

앞서의 식(2), (3)과 같이 임계치를

영상과 비화염 영상을 검출한다. 

 

 

그림 2. 화염과 비화염 화소의

 

 

YIQ 컬러 공간은 컬러 TV 의 NTSC 

모델로 밝기와 색차 정보를 이용한 

식(5)와 같이 변환한다. 역시 임계치는

이용해서 결정하고, 식(3)을 이용해서

아닌지를 결정한다.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5 권 1 호 

 

r 영역과 g 영역은 

가정한 후 영상에서 

임계치를 측정하고, 

하였다. 여기서 FP 는 

 
 영상 내 비중에 

아닌지를 결정할 

 
공간, HSI 컬러 

같고, V, L, I, SHSV, 
정의된다[3].  

   

 

 그림 2 와 같이  

분포를 가졌다. 

임계치를 결정하고 화염 

 
화소의 H 분포 

NTSC 방식에서 쓰이는 

 방식이다. 다음 

임계치는 식(2)를 

이용해서 화염영상인지 

 

 

 

그림 3. 화염과 비화염에

 

 

3.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영상은

Set), 비화재 영상 60 장

특성과 혼동하기 쉬운 비화재

사용하였다. 

표 1 은 실험의 결과를 

사용한 임계치를 나타낸다

성공률이 77.8%로 가장 높았고

경우는 비화재를 화재로 

화염은 명도가 높은데 L

낮으면 제대로 찾지 못하는

 

표 1. 컬러 공간에 따른 화재 

실험영상 r,g,v 

FF Set 81.7% 78.3%

SF Set 60.0% 60

NF Set 75.0% 66.7%

평균 72.2% 68.3%

(4) 

  

 

 

비화염에 대한 YIQ 분포 (상중하)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영상은 화재 영상 60 장(FF 

장(NF Set), 그리고 화재의 

비화재 영상 60 장(SF Set)을 

나타내고, 표 2 는 실험에 

나타낸다. YIQ 컬러 공간에서의 

높았고, HSL 컬러 공간의 

 찾는 오검출률이 높았다. 

L 값은 R,G,B 중 한 값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영상 분류 성능 실험 결과 

HSV HSL YIQ 

78.3% 78.3% 78.3% 

60.0% 28.3% 70.0% 

66.7% 16.7% 85.0% 

68.3% 41.1%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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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좋지 않은 HSL 컬러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3 가지에 대해 결과를 그림 4 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5 와 6 은 SF Set 영상과 NF Set 에 대한 결과의 

예이다. 화재 영상에서는 3 가지 기법 모두 잘 

찾았지만, 비화재 영상에 대해서는 YIQ 모델이 

안정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 

 

표 2. 실험에 사용한 임계치 

Color Space 임계치 

r,g,v 

r 0.34 < r < 0.64 

g 0.36 < g < 0.50 

b 170 < b < 240 

HSV 

H 0.04 < H < 0.22 

S 0.00 < S < 1.00 

V 0.88 < V < 1.00 

HSL 

H 0.04 < H < 0.22 

S 0.00 < S < 1.00 

L 0.64 < L < 0.92 

YIQ 

Y 0.70 < Y < 0.94 

I 0.16 < I < 0.44 

Q -0.20 < Q < -0.02 

 

 

 
 

그림 4. 화재 영상에 대한 결과 예 (원영상, rgv, 

HSV, YIQ 영상(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그림 5. 비화재 영상 중 SF Set 에 속하는 영상에 

대한 결과 예(원영상, rgv, HSV, YIQ 영상(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그림 6. 비화재 영상 중 NF Set 에 속하는 영상에 

대한 결과 예(원영상, rgv, HSV, YIQ 영상(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컬러 공간별 화염 화소 검출과 화염을 

포함하는 영상의 구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정규화된 RGB, HSV, HSL, YIQ 컬러공간에 대해 

실험하였고, 그 결과 YIQ 공간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비록 화염의 동적 특성은 연구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동적 특성 해석을 포함하는 비디오 

기반 화재 검출의 기초적 절차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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