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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인공지능이 발전 하고 있다. 그 CNN 등 과 같은 이미지 관련 신경망들이 발전되

어 가스 탐지와 같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스 탐지는 Box 형태의 탐지가 일반적이고 

Segmentation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연기와 같이 경계선이 불분명한 개체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비하다. 본 

논문에서는 Segmentation에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U-net을 활용하여 Box 형태가 아닌 Segmentation을 진

행하여 픽셀단위로 연기를 탐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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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인공지능이 발전 하고 있다. 그에 발 맞추어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CNN, 

LeNet, ResNet 등 이미지 기반의 인공지능 망들이 개발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연기 탐지 기법들 개발이 되었으나 

대부분의 형태가 Segmentation이 아닌 Box 형태로 탐지하여 정밀한 

측정이 불가능하다[1]. U-net은 Semantic Segmentation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신경망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U-net을 활용하여 

기존의 연기 탐지 기법에서 Box형태가 아닌 Segmentation으로 보다 

정밀하게 탐지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2]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Segmentation

이미지를 픽셀 별로 분류하는 기술로 기존의 Box 형태의 탐지 

기법보다 정교한 기술이다. Segmentation 기술은 크게 Instance 

Segmentation(IS), Semantic Segmentation(SS)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SS는 각 픽셀을 강아지 고양이 사람 등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며 IS는 여기에 강아지 1,2,3 고양이 1,2,3 과 같이 동일한 클래스

에도 개별적으로 각각의 사물을 구분한다. [3]

본 연구에서는 Semantic segmentation을 활용하여 연기 클래스를 

구분한다.

Fig. 1. Semantic, Instance Segmentation 차이

1.2 Segmentation

Segmentation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신경망 중 하나로 

End-to-End 구조이다. 

특히 data augmentation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학습되고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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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정확하게 로컬라이즈 한다.

End-to-End 구조로 overlap 비율이 적기 때문에 속도 또한 빠르

다.[3]

(* context: 주변 픽셀들 간의 관계. 이미지 일부로 이미지 문맥을 

파악)

Fig. 2. U-net Architecture

III. The Proposed Scheme

3.1 실험 환경 및 수집 데이터 전처리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른다.

실험에서는 Depth 카메라를 사용한다. (Intel D435i)

연무장치는 실험상의 안전을 위해 가습기로 대체한다.

카메라, 연무장치, Background 순서로 나열한다. 

각각 카메라를 0 meter 연무장치를 0.7 meter background를 

1.5 meter에 배치하고 Depth 카메라는 1미터 미만의 정보만을 수집하

도록 설정한다.

초당 3 frame을 수집한다.

데이터는 480x640x3(Height x Width x Channel)크기로 RGB 

데이터인 Color 이미지, 1 meter 미만의 데이터인 Mask 총 2가지 

데이터를 수집한다. 총 22,0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데이터로 

20,0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머지 2000개의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된다.

이때 Mask 이미지는 노이즈 제거를 위해 Morphological 

Operations 중 하나인 Closing 연산 후 사용된다.

Fig. 3. 수집데이터 예시(좌 Color 우 Mask Image)

3.2 U-net 모델

Fig. 4. 연구에 적용된 모델의 Encoder

Fig. 5. 연구에 적용된 모델의 Decoder 

Fig 4,5. 는 본 연구에 적용된 U-net 모델의 요약도 이며, 각각 

Encoder와 Decoder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의 Encoder 부분이 사진을 일부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림 4]는 [그림 3]에서 나누어진 사진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때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해 Encoder 부분의 데이터는 

각각 해당의 Decoder 부분으로 전달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기가 

각 픽셀에 존재 여부 두 가지만을 고려하기에 손실 함수로 

Cross-entropy를 사용한다. 아래 학습 데이터는 Fig 6 와 같다.

Fig. 6. 학습 데이터 예시(좌 x data, 우 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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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델 출력 값 분석

Fig. 7. 출력 이미지

Fig 7.은 U-net 모델을 학습하여 출력한 이미지 이다. 좌측부터 

Color, Mask, 출력, Color x 출력 합성 이미지이다.

Fig. 8. IoU 평균과 분포도

Fig. 8.은 IoU 분포와 평균이다.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에 분포 

되어있으며 IoU의 평균은 0.79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예측한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와 유사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9. YoloV3를 활용한 연기 탐지

Fig. 9. 은 YoloV3를 통해 연기를 탐지 하는 기법으로 Box를 

먼저 정하고 해당 Box 내의 연기 존재 여부를 확률적으로 계산한다.[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픽셀 단위로 연기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보다 

세밀하게 탐지가 가능하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연무장치와 수집 장치를 배치하여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U-net에 학습 시켜 연기를 픽셀 단위로 

존재 유무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출력된 값은 높은 IoU를 

보이며 실제와 유사함을 나타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형태가 불분명

한 연기도 픽셀 단위 Segmentation의 가능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 이후 개체 내의 상대적 분포도를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절대적 분포도를 계산한다면 센서를 이용하지 않고 카메라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수치 수집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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