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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인 불꽃 감지기는 자외선과 적외선을 사

용하여 화재인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불꽃감지기와 영상센서를 융합하고자 하였으나 

불꽃감지기의 제어기는 8bit 제어용 마이크로프

로세서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영상정보의 경우 

4Byte를 사용하므로 통상 불꽃감지기에서 사용하

는 프로세서로는 처리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  임베디드 보드를 사용하여 영상정보

와 불꽃 감지기를 융합하여 화재감시와 동적 물체

감시 기능을 구현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동적물체 감지 방법을 

기술하고 3장에서 영상센서의 화재 감지 방법, 

4장에서 센서융합, 5장에서 결론을 언급하고자 

한다. 

2.동적물체 감지방법

본 장에서는 영상 센서와 UV/IR센서의 융합을 

통한 화재 감지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한다.

우선 영상 센서에서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영상에서 배경을 제거해야한

다.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영상에서 배경을 

제거 하는 방법에는 단순 차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

과 배경에 대한 가우시안 혼합모델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2], 밝기 값을 이용하여 배경을 제

거하는 방법[1]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구현하기 원할 한 차 영상을 이용하여 

배경을 제거하였다. 나머지 방법을 제외한 이유는 

밝기 값을 이용하여 배경을 제거 하는 방법은 식(1)

을 이용하고 가우시안 혼합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은 식(2)와 같이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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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두식을 연산하게 되면 실수가 발생하

고 임베디드 보드에서는 연산속도가 저하된다. 

그러므로 임베디드 보드에서는 차 영상을 이용하

여 배경을 제거하고 동적물체를 감지하였다.

3.영상센서의 화재 감지방법

동적물체를 감지하게 되면 Fig.1과 같이 동적 

물체영역을 ROI로 설정하고 ROI영역에 대해서 

YCbCr색상으로 변환하고 Fig.2와 같이 Y,Cb,Cr 

각각의 1채널 영상으로 분할한다. 분할한 영상에 

대해서 식(3)과 식(4)를 이용하여 화재로 판단한

다.

    
  i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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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에서 는 Y채널의 평균값이고, 식(4)의 

는 Cr 채널의 평균과 Cb 채널의 평균값 차의 절대 

값이다. 의 값이 150이상이고 의 값이 35이상이
면 영상 센서에서 화재로 판단하게 된다[1].

Fig.1 동적 물체 감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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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분리된  YCbCr영역
    

4. 센서 융합

본 장에서는 영상센서와 UV/IR센서를 융합한 

시스템 구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장, 3장에서 구현한 영상센서의 알고리즘과 

불꽃 감지기에서 임베디드 보드로 입력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에 구성한 결과 

Fig.3와 같이 화재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고 Fig.4와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3 알고리즘 수행 과정

화재감지가 실행되면 우선적으로 Fig.5와 같이 

구성된 시스템에서 Pan&Tilt 모터를 이용하여 

화재영역을 탐색한다.

Fig.4 완성된 화재감지 시스템

5. 실험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설명 한 센서 융합 기술을 구현한 

결과 Fig.5와 같이 화재를 판단하고 화재 판단 영상

을 모니터링 PC에 전송을 하였다. 다양한 화재원에 

대하여 화재판단 알고리즘을 검증하기위하여 햅

탄, 이소프로필렌알콜(IPA),가솔린을 이용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Fig.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화재발생 초기에 열의 발생 속도가 방산속

도 보다 빠르므로 화재지점의 온도만 상승하고 

화학반응의 결과는 방산하지 않아서 화재발생 초

기에는 화재로 인식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화재발

생 이후 30초 이후의 데이터 결과이다.

Fig.5  영상 전송결과(좌) 영상 감지 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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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햅탄 실험 결과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보드를 사용하여 영상정

보와 불꽃 감지기를 융합하여 화재감시와 동적 

물체감시 기능을 구현 하였으며 일련의 실험을 

통해 제안된 센서의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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