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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HSV, YCbCr 컬러 모델의 색상정보를 통한 화재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첫 번

째 단계에서는 상의 변화를 감지하기 해서 입력된 상으로부터 평균배경 상을 계산하여 경

상을 분리한다. 그리고 차 상을 이용해 움직임을 인식하여 컬러 모델 색상정보를 비교할 역을 구한

다. 경 상의 구해진 역에서 컬러모델의 복합 색상정보를 이용하여 화재 역을 검출한다. 

1. 서론

   우리나라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81년 291명에

서 1991년 525명까지 꾸 히 증가한 후 2001년까지 500명 

이상을 유지하 다. 19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가 발

생한 구지하철 화재사고 시 744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이후 2015년 235명으로 감소하 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수

는 1981년 708명에서 2008년 2,248명으로 약 3.2배까지 증

가하 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 히 1,500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화재발생건수는 1985년 8,137건

에서 2015년 44,435건으로 지난 30년간 5배 이상 증가하

고, 같은 기간 화재건당 피해액은 189만 원에서 975만 원

으로 약5.2배 증가하 다. 

  이러한 화재를 이기 해 여러 화재감지 시스템을 이

용할 수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는 연기감지, 불꽃감지, 온

도감지 센서처럼 화재감지 센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자

주 이용되는데, 공기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외부에서 센서

로 화재를 감지해내기 어렵다. 이로 인해 개방된 공간에 

한 화재 탐지 시스템을 개발이 두되어지고 있고, 최근

까지도 화재 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처리 기

법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되어지고 있

다.[1][2][3] 

  본 논문에서는 HSV, YCbCr 색 공간의 색상정보와 차

상으로 화재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제안하는 화재 탐지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 시스템의 구성도는 경

상을 추출하고, 움직임의 범 를 구하고, 색상정보를 비교

하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로 배경과 

경을 분리해 경 상을 추출한 후, 다음 단계인 차 상

에서 움직임이 있는 역의 치값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경 상에서 치값이 가리키는 역의 색상값을 비교하

여 화재여부를 단한다. 

 

<그림 1> 화재검출시스템의 구성도

2.1 경과 배경의 분리

실시간으로 화재를 검출하기 해서는 배경과 경의 

분리가 필요하다. 배경이 되는 상은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하고 이를 통해 평균배

경 상을 생성한다.  평균 배경 상 생성 식은 다음과 같

다.

  (1)

이때 Background는 평균 배경 상을 나타내며 변

수는 움직임으로 간주하지 않는 최  크기로 실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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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으로 지정하 다. 평균배경 상이 30 임 이상 

될 때 배경으로 분리하여 경에서 화재를 검출한다.

2.2 차 상을 이용한 움직임 범  추출

이 임과 재 임의 차 상을 구해 움직임을 구

한다.

<그림 2> 화재 상

<그림 3> <그림 2>의 차 상

<그림 3>과 같은 차 상을 구할 수 있는데 움직임이 

큰 역은 밝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밝기가 

밝은 역의 치 값을 이용해 색상 특징을 비교할 역

을 찾는다.

2.3 화재의 색상 특징 검출

분리된 경에서 각 생상모델의 정보를 이용하여 화재

역을 검출하게 된다. 2.2. 의 역에서 HSV 컬러모델

을 이용하여 명암도와 채도의 분포를 통해 화재 후보 

역을 검출하는데, 화재검출은 각 YCbCr 채 의 평균값 

보다 경 역의 채  색상 값이 일정 수치 이상으로 클 

때 조건이 성립된다. 

  (2)

3. 실험  결과

 

 

<그림 4> 테스트 상 1

 

<그림 5> 테스트 상 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해 두 

종류의 화재 상을 테스트 하 다. 첫 번째로 테스트한 

상은 <그림 4>와 같이 불꽃이 나타나는 상이다.  <그

림 4>의 우측 하단의 상에서 물에 반사된 불꽃까지 화

재로 검출된 것을 제외하면 테스트 된 상 모두에서 화

재가 잘 검출 되었다.

 두 번째 테스트 상은 화재의 연기 상이다. <그림 5>

의 왼쪽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움직임이 느리고 붉

은 역이 은 상은 화재로 인식하지 못할 확률이 높

다. <그림 5>의 오른쪽 이미지의 상처럼 체 연기를 

화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분 으로 찾아내는 경우가 

부분이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을 통해 색상정보 비교 범 를 

이고, HSV, YCbCr정보를 비교하여 화재의 발생여부를 

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실험결과로부터 알 수 있

듯이 개선되어 검출되지 않던 화재를 검출 할 수 있었다.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 다른 후처리를 추가하고 학

습 데이터의 양을 늘리면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차후에 더 미세한 움직임을 검출하여 연기까지 구분 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연구가 지속 으로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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