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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가산업시설인 통신망 및 전력시설과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중대형 건물, 문화재, 금속 및 철강

공장, 화학공장, 정유공장 등 대형공장의 화재위험 지역에서 많은 화재 및 범죄사고가 발생하여 국

가적으로 지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체

의 온도와 움직임을 고수준으로 감지 할 수 있는 화재감지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외선 열영상 및 CCD 카메라 기반 화재감지 및 연기감지가

가능한 화재감지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ABSTRACT

A lot of fire and crime accidents are caused to a significant national loss. For example, the 
network and power facilities in national industry facilities, the fire risk region in large scale 
factories such as nuclear and thermal power plants, large-sized buildings, cultural properties, metal 
and steel mills, chemical plants, oil refineries. 

The development of a fire detection system that can detects the temperature and movement of  
objects as high-level quality is essential to prevent these incidents and accidents fundamentally. In 
this paper, the fire detection system based on infrared thermal imaging & CCD camera id designed 
to solve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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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산업시설인 통신망 및 전력시설과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중대형 건물, 문화재, 금속, 철강

공장, 화학공장, 정유공장 등 대형공장의 화재위

험 지역에서 많은 화재 및 범죄사고가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지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전 세

계적으로도 환경, 안전, 재난, 화재 및 원자력 사

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슈화가 되고 있다. 기존의 화재감지 시스템에서

화재감지 센서의 오감지, 환경에 따른 오작동 등

여러 가지 취약점의 해결이 국가적으로 필수적이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

외선 열영상 및 CCD(Charge-Coupled Device) 카
메라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계

속적으로 증대되는 실정이다.
개발 중인 화재감지 시스템은 CCD 카메라와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화재감지 및 연기감지가 가능한

화재감지 시스템을 설계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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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외선 열영상 및 CCD 카메라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 설계

1. 설계 고려사항

본 논문에서의 화재감지 시스템은 [그림1]과 같

이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와 CCD 카메라에

Pan-Tilt 기능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

된다. 그러나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와 CCD 카메

라가 주시하는 위치는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시

야 각도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러한 현상은 객체

인지 등 화재감지 성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스템 운영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림 1] 화재감지 시스템 구성도

화재감지는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의 온도의 변

화를 확인하여 가능하지만 연기의 감지는 온도의

감지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모

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와

CCD 카메라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하려는 화재감지 시스템에 화재가 발

생한 위치좌표를 파악하고, Pan-Tilt을 이용하여

정확한 화재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이 필요하다.
2. 화재감지 시스템 구성도

적외선 열영상 및 CCD 카메라 기반의 화재감

지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2]와 같다.

[그림2] 화재감지 시스템 구성도

카메라 시스템으로부터 들어온 영상은 사용자

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고, 화재가 발

생하면, 화재감지 알고리즘과 연기감지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3. 화재감지 시스템 세부 기능설계

화재감지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적외선 열

영상의 온도정보를 이용한 화재감지와 CCD 정보

에 의한 연기감지의 두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이상감지 및 화재판단을 한 후, 화재가 발생한

지점의 거리를 추정하고 위치를 표시한다. 

[그림 3] 화재감지 시스템 구조

3.1 화재감지 알고리즘 설계

화재감지 알고리즘은 [그림 4]와 같이 온도 감

지기능과 온도변화 감지기능에서 설정된 값 이상

의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

는지 유무를 파악한다.

[그림 4] 화재감지 알고리즘

3.2. 연기감지 알고리즘 설계

연기감지 알고리즘은 [그림 5]와 같이 CCD 카
메라를 사용하여 영상처리 객체구분을 위한 배경

제거기법을 적용 한 후 수집된 화면배경과 비교

하여 연기를 검출한다.

[그림 5] 연기감지 알고리즘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적외선 열영상 및 CCD 카메라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향후 이러한

시스템 설계 내용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계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현 및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설계 포인

트는 열영상 카메라와 CCD 카메라가 상호협업에

의해서 성능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각

카메라의 장점을 최대한 도출하여 시스템을 구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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