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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복잡한 구조로 인해 다양한 대피 통로가 존재하며 각 대피 통로의 안전성 여

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고층 빌딩 화재 시 거주자들에게 신속히 탈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 대피 통로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피 통로의 안정성 여부 파악을 위해 영상을 분석

하여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한 대피 통로의 가시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입력 영상에서 연기를 검출한 

후 검출된 연기의 밀도를 알 수 있다면 가시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연기 검출이나 연기 밀도 측정에 관한 적절

한 방법이 없어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에서 배경 영상을 추출하고 이를 학습 

데이터로 하여 주성분 분석 학습을 한다. 이후 입력으로 주어지는 영상에서 배경 영상과 연기 영상을 추출하고 학습

된 주성분 분석을 적용하여 새로운 특징 공간으로 사상한 후 변화량을 계산하여 연기로 인한 가시도를 측정한다. 

ABSTRACT

When fires occur in high-rise building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each escape route is safe because of 
complex struc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sidents with escape routes quickly after determining their safety. 
We propose a method to measure the visibility of the escape route due to the smoke generated in the fire by analyzing 
the images. The visibility can be easily measured if the density of smoke detected in the input image is known. However, 
this approach is difficult to use because there are no suitable methods for measuring smoke density. In this paper, we us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by extracting a background image from input images and making it training data. 
Background images and smoke images are extracted from images given as inputs, and then the learn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s applied to map of as a new feature space, and the change is calculated and the visibility due to 
the smoke is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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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

고 이를 유용하게 사용하여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화재 예

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건수의 화재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후에는 인명과 재산 피해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특히 인명 피

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

다.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히 대피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저층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건물은 대피 통로가 한

정되어 있어 화재 시 정해진 대피 통로의 안전성 파악이 

쉽고 그 통로의 안전만 확보하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

다. 하지만 고층 빌딩의 경우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다

양한 대피 통로가 존재하며 각 대피 통로의 안전성 여부

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고층 빌딩 화재 시 인명 피해

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주자들에게 신속히 탈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피 통로의 안

전성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피 통로의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시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 감시카메라를 고층 빌딩

의 다양한 위치에 설치하고 관제요원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감시카메라의 영상에서 연기로 인한 가시도 여부

를 이용해 통로의 안전성을 판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문제점은 한 명의 관제요원이 담당해야 할 감시카메라

의 수가 너무 많거나 관제요원의 숙련도 또는 주의력 여

부에 따라 통로의 안정성 여부 판단의 신속성이 결정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시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을 자

동으로 분석하고 대피 통로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면 앞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추적하는 기법들은 영상

처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이다[1]. 연기가 

포함된 영상으로부터 자동으로 연기를 검출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Fujiwara 등은 프랙탈 코딩 기법을 사

용하여 영상에서 연기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2]. 
하지만 이들의 방법은 시시각각 변하는 연기의 형상과 

밀도로 인해 안정적인 연기 검출에는 한계를 보인다. 
Kopilovic 등은 시각적 유동 방법을 통해 화소를 추적하

고 움직임 방향 분포의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연기를 검

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3]. Yu 등은 연기 영역의 움직

임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했다[4]. 그들은 

연기 영역의 동작을 분석하는 기본 기술로 Lucas 등에 

의해 제안된 시각적 유동 추정 방법을 사용했다[5]. 
Toreyin 등은 영상을 전경과 배경으로 분리하고 웨이블

릿 변환을 이용하여 연기를 검출했다[6]. Rafiee등은 전

경에서 색상을 이용해 연기 후보 영역을 계산하고 최종

적으로 웨이블릿을 이용해 연기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

안했다[7]. Stadler 등은 Perez 등에 의해 제안된 TVL1 
시각 유동 추정 방법에 기반한 연기 검출 방법을 제안하

였다[8-9].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연

기 검출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10-11]. Yu 등은 배경 영상과 연기 영상의 에지 특징의 

변화를 이용하여 연기로 인한 영상의 가시도 변화를 계

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12]. 
본 논문의 목적은 고층 빌딩 화재 시 거주자들의 대피 

통로 확보를 위해 대피 통로의 안전 여부를 영상을 통해 

자동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피 통로의 안전 여

부는 화재로 인한 화염이나 연기의 확산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연기로 인한 가시도의 변동 여부를 

측정하여 안전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Yu 등[12]은 연기

로 인한 가시도 측정을 위해 에지 강도의 감소 여부를 

측정하여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방법에서 에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에지 강도가 증가한 경우는 측정에서 

제외되는 단점을 가진다. 우리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자 영상의 전체적인 변화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PCA)에 기반한 가

시도 측정 방법을 제안한다.

Ⅱ. 주성분 분석

본 논문의 목적은 입력으로 주어지는 영상으로부터 

가시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연기로 인한 원

영상의 특징 손실 정도를 이용하여 가시도를 판단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경 영상과 연기로 인해 변한 

영상을 비교하여 변화한 정도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

지만 입력 영상 그 자체로 이를 계산하는 것은 쉬운 문

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성분 분석 기법을 사

용하고자 한다. 주성분 분석 기법은 고차원 데이터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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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손실을 최소화하며 저차원으로 변환해주는 기법이

다[13]. 주성분 분석을 통해 주어진 특징 공간을 변환하

고 변환된 특징 공간에서 영상의 변화 정도를 판단하여 

연기로 인한 영상의 가시도를 계산한다.
주성분 분석은 특징 공간을 변환하는 방법으로 차

원의 특징 벡터를 정보 손실을 최소로 유지하며 차원

으로 줄여주는 기법이다. 주성분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 집합의 학습을 통해 변환행렬 를 

계산해야한다. 훈련 집합을    ⋯라 하고, 

각 가 차원의 특징 벡터라 하자. 주성분 분석 기법

에서 변환행렬 를 계산하기 위해서 훈련 집합의 훈련 

데이터들에 대한 공분산행렬 ∑를 구하고 식 (1)을 통

해 고유벡터를 계산한다. 이 식에서 는 고유벡터, 는 

고유값을 각각 나타낸다.

∑   (1)

훈련 집합으로 사용된 훈련 데이터의 수가 일 경우 

최대 개의 고유벡터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중 고유값의 

크기를 기준으로 개의 고유벡터를 선정하면 된다. 이
들을 각각   ⋯ 라고 하면, 각 는 변환행렬 

의 한 행을 차지하는 크기가 인 행 벡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성분 분석 기법의 변환행렬 의 계

산을 위해 입력으로 주어지는 영상의 배경 영상을 사용

한다. 본 논문에서 영상의 배경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은 KaewTraKullPong 등[14]에 의해 제안된 GMM
을 이용한 배경 추출 방법이다.
 

Fig. 1 Training data fo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eparated from a background image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시작 시점에서 추출한 한 프레

임의 배경 이미지를 주성분 분석을 위한 훈련 집합으로 

사용한다. 한 장의 이미지만으로는 주성분 분석 학습을 

할 수 없으므로 그림 1과 같이 주어진 배경 이미지를 크

기가 같은 여러 장의 부분 이미지로 분리하고, 분리된 

각각의 이미지를 주성분 분석을 위한 훈련 데이터로 사

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시작 시점에 학습을 통해 

를 계산한 후 더 이상의 학습은 진행하지 않고 이후의 

가시도 계산에서는 최초에 학습한 를 사용한다. 훈련 

데이터의 차원 는 각 부분 이미지의 픽셀의 수이고, 
훈련 데이터의 수가 일 경우 ≤ 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d=4

d=8

d=12

d=16

Fig. 2 Restored image after applying the transform 
matrix U according to the dimension d of the separated 
background image at 800 frames

 
그림 2는 사전에 훈련된 변환행렬 에 영상의 800프

레임에서 추출한 배경 이미지를 적용한 결과이다. 추출

한 배경 이미지에서 훈련 데이터의 크기와 동일하게 분

리된 부분 이미지를 라 하면,   
 에 의해 

특징 공간을 변환한 후 복원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림 2에서는 변환행렬 의 차원에 따른 복원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차원 

가 높을수록 복원 이미지의 원 이미지 유사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주성분 분석 기법에 따라 특징 

공간을 변환할 경우 변환되는 차원 가 높을수록 특징

들의 보존율이 높다는 것이다. 특징 공간 변환을 하였을 

때 특징들의 보존율과 가시도 측정의 정확도는 비례하

므로 가능한 높은  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시도 측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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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시도 측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상의 시작 시점에 한 장의 

배경 이미지에서 분리된 이미지들을 훈련 데이터로 사

용하여 주성분 분석의 변환행렬 를 계산한다. 변환행

렬 는 차원의 특징 공간을 차원으로 변환하며, 
개의 차원 특징 벡터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해서 계산

되었다고 하자. 그리고 영상의 임의 프레임 에서 이미

지를 , 이 프레임에서 추출한 배경 이미지를 라 하

자. 각 이미지 와 에 변환행렬 를 적용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와 같은 크기로 각각의 이미지들을 분리한다. 

분리된 이미지를   
 

 ⋯ 
,   

 
 ⋯ 



라 하면, 각각의 분리된 이미지에 변환행렬 를 적용하여 

차원 특징 벡터 


  

와 


  

를 얻을 수 있다. 

변환행렬 는 초기 배경 이미지를 훈련 데이터로 사

용하여 학습되었으므로 훈련 데이터와 유사한 


이 변

환된 특징 공간에서 기준점에 가장 근접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징 벡터를 변환된 특징 

공간에서의 기준점으로 정하고, 기준점으로부터의 유

클리드 거리가 멀수록 가시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했다. 그러나 변환된 특징 벡터 


와 


 사이의 거리 변

화는 가시도 크기 변화만을 알려주므로 가시도를 수치 

값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으로부터 가시도가 0
이 되는 최대 거리가 주어져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준

점으로부터 가시도가 0이 되는 최대거리를 훈련 데이터

의 특징이 전혀 보존되지 않는 이미지의 특징 공간 변환 

특징 벡터로 가정한다. 이를 위해 기존 특징이 보존되지 

않는 이미지로 본 논문에서는 소금-후추 잡음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소금-후추 잡음 이미지는 무작위로 소금과 

후추 잡음이 뿌려지므로 배경 이미지의 특징이 존재하

지 않아 특징 벡터 


와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특징 벡

터의 생성을 위해서 적합하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잡음 이미지를 보여준

다.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은 변환행렬 에 대해 변환 후 

복원된 결과이다. 훈련 데이터의 특징들이 거의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잡음 이미지의 크기는 훈련 데이터와 같으며, 잡음 이

미지를  , 특징 공간이 변환된 잡음 이미지의 특징 벡

터를   이라 하자. 그리고 두 특징 벡터   사
이의 유클리드 거리는 라 하자. 특정 프레

임 에서의 가시도 는 식 (2)와 같다. 식 (2)에서 

은 프레임 의 이미지에서 분리된 이미지들의 수를 의

미하고, 는 최대거리를 확장하는 상수 값이다.   값을 

이용해 측정되는 가시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를 사용하였다.  값이 높을수록 대

피 통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알고리즘으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입력으로는 고층 빌딩의 대피 경로에 설치된 

CCTV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 영

상에서 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연기로 인한 가시

도를 측정하여 가시도를 출력한다. 이 연기 가시도는 대

피 경로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된

다. 이 알고리즘에서의 멈춤 조건은 더 이상의 영상 프

레임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이다.

알고리즘: 가시도 측정

입력: 영상 
출력: 가시도 

영상 의 첫 프레임을 분리하여 훈련집합   생성

에 대해 주성분 분석을 학습 후 변환행렬   결정

잡음 이미지   생성

repeat

     각 프레임 에서 배경   분리

     와 를 분리하고 변환 행렬 를 적용

     잡음 이미지 을 분리하고 변환 행렬 를 적용

     식 (2)를 사용하여 가시도   계산 

until (멈춤 조건)

noise image restored image after conversion
Fig. 3 Noise image and Image restored after conversion 
using transformation matrix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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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한 영상의 크기는 640×480
이다. 그림 4는 16개의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한 

에 대해 변환되는 특징 벡터 차원 를 달리 할 경우 

10, 1000, 2021 프레임에서의 측정된 가시도 결과를 보

여준다. 연기의 유무, 강도에 따라 가시도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벡터 차원 에 따라 가시도 

결과 값은 달라지지만 연기로 인한 가시도 감소 효과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변환행렬 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훈

련 데이터의 수를 달리 할 경우의 10, 1000, 2021 프레임

에서의 가시도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훈련 데이터의 수

는 4, 16, 25개로 다르게 설정하였고, 각각의 경우에 변

환 특징 벡터 차원 의 값은 훈련 데이터의 수와 같은 

값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5를 보면 각각의 경우에 연기

로 인한 가시도 감소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은 훈련 데이터 수가 많을수록 가시

도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d=16

d=12

d=8

d=4

     

Fig. 4 Visibility measurement results of image when 
applying different feature vector dimension

d=4
n=4

d=16
n=16

d=25
n=25

     

Fig. 5 Visibility measurement results of image when the 
number of training data is different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화재 시 거주자의 안전한 대피 통로 확

보를 목적으로 연기로 인한 대피 통로의 가시도를 측정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특징들

이 연기로 인해 변하는 정도를 이용해 가시도를 측정한

다. 이를 위해 주성분 분석 기법에서 제공하는 특징 공

간의 변환을 사용하였다. 기존 이미지의 주요 특징들을 

보존하면서 계산이 용이한 특징 공간으로 변환하여 변

환된 특징 공간에서 특징 벡터들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여 가시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 데이터의 수를 달

리하거나 특징 벡터 공간을 다르게 하더라도 연기로 인

한 가시도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성

분 분석 기법을 이용한 가시도 측정은 안전한 대피 통로 

확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시도 결과가 실제 

사람이 체감하는 가시도와는 다를 수가 있으므로, 향후 

실제 가시도 측정 값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가시도 측정 

결과를 사람의 체감도와 일치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실험 결과에서 보인 바와 같이 훈련 

데이터의 수나 특징 벡터의 차원에 따라 가시도 측정 결

과가 다르므로 적정한 훈련 데이터의 수나 특징 벡터의 

차원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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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또한, 조명, 주간 및 야간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

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점의 프레임들을 훈련 

영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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