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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사망, 실종과 같은 인명 피해와 더불어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수

반하기 때문에, 경제 , 사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ICT 기반 자연재난 응 기술 개발에 한 

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기  탑재 센서로부터 획득한 상정보를 기반으로 재난 

인지  응을 한 스마트아이 랫폼을 소개하고, 재난 인지에 핵심요소 기술인 Deep Learning 기

반 재난 상 분석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Deep Learning 기반 재난 상 분석은 과거의 반복

으로 발생하는 상 정보를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입력 상에 한 재난 여부를 사람과 유사한 단

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안하는 재난 상 분석 기술에 한 설계 방식  실험 성능 제시를 통하여 제

안하는 기법에 한 타당성을 검증한다.

1. 서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난 측에 한계가 발생

하고 있고 재난의 강도  피해규모의 증가함에 따라, 우

리나라는 서울을 기 으로 자연재난 험지수가 세계 14

에 포함될 정도로 자연재난의 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

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사망, 실종과 같은 인명 피해와 

더불어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경

제 , 사회  손실에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반복 으

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피해 감을 해, 자연재난에 

한 맞춤형 응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1][2].

  산불 재난의 경우 비, 번개를 동반한 기상악화로 인해 

헬기 운 이 어려워 부분 지상인력으로 진화함에 따라 

진화의 어려움이 있고, 장시간에 걸친 뒷불 감시에 한 

비용이 크다 [3]. 이에 한 해결책으로 무인기는 렴한 

운용비, 탑재 카메라 성능향상, 경량화  정 도 향상으

로 재해지역 분석 등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아이 랫폼은 무인기 탑

재 센서로부터 획득한 상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반복 발

생하는 자연재난의 피해 감을 한 험분석 기술 개발

을 목표로 한다. 제안 기술을 통하여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2, 3차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재난 복구비용 

감 효과를 얻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과 유사한 

단이 가능하도록 Deep Learning 기반 산불인지 기법을 제

안하고, 제안하는 기법에 한 산불인지 성능을 제시한다. 

2. 스마트아이 랫폼

그림 1. 스마트아이 랫폼을 통한 산불 인지 과정 

  그림 1은 스마트아이 랫폼을 통한 산불 인지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과 같이 무인기가 상공에서 산불 험 지

역을 가시 선 카메라로 촬 을 하고, 촬 된 상은 무선 

통신을 통하여 상처리센터로 송된다. 상처리센터에

서는 기존에 학습된 Deep Learning 구조를 통하여 촬  

상을 분석하고, 최종 으로 촬  상에 한 산불 여부

를 자동 으로 단하게 된다.

가. 산불 상 분석 서버

  그림 2는 상처리센터의 핵심요소로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산불 상 분석 방식을 나타낸다. 

그림 2와 같이 제안하는 산불 상 분석을 한 Deep 

Learning 구조는 3개의 Convolutional Layer (CL)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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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ooling Layer, 그리고 2개의 Fully Connected Layer

로 구성된다. 학습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 Deep Learning 

구조는 분석서버에 용되어 실제 입력 상에 한 분석

에 활용된다.

그림 2.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 산불 상 분석

  Deep Learning의 학습을 해서 과거 산불에 한 학습

상 수집, 수집된 학습 상에 한 분류  각 분류에 

한 Label이 필요하다 [5].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류 방식  Label을 나타낸다. 학습 상에 사용되는 화

재 상은 불-야간, 불-주간, 연기로 구성되고, 비화재 

상은 -가을과 여름, 겨울로 구성된다. Label은 구성에 

따라 Label-2와 Label-6로 구분하여 학습에 활용된다. 

Label-2는 화재, 비화재 2개의 클래스로 구분되고, 

Label-6는 불-야간, 불-주간, 연기, -가을, 여름, 겨울 

총 6개의 클래스로 구분된다.

표 1. 학습 상  Label 정의

나. 성능평가

  제안하는 Deep Learning 구조에 하여 학습 상 데이

터는 총 54,928장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 고, 검증을 

한 상 데이터는 총 13,732장을 사용하 다. 실험 툴은 

CPU i7-5903K, RAM 64GB, GPU GeForce GTX Titan 

X를 사용하 다.

   

   (a) 화재 상      (b) Label-2       (c) Label-6

그림 3. 화재 상에 한 CL1의 필터 출력

  그림 3은 화재 상에 한 Label-2  Label-6의 

Convolutional Layer 1에 해당하는 필터 출력을 나타낸다. 

그림 3 (b)와 (c)를 비교하 을 때, Label-6에 한 필터 

출력이 Label-2의 필터 출력에 비해, 화염에 한 

Activation이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Label-2, Label6의 

필터 출력 차이는 체 화재 검출율 측면에서 성능차이를 

나타낸다.

표 2. False Negative 비율  학습 시간 측정

  표 2는 제안하는 Label-2, Label-6에 한 False 

Negative 비율  학습 시간 측정 비교를 나타낸다. False 

Negative란 화재 상에 해 비경보 출력, 즉 경보를 놓

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Label-2의 경우 0.3602 비율의 잘

못된 비경보 출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에 Label-6의 경우 0.1677 비율의 잘못된 비경보 출력을 

나타냄으로써 보다 정확한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abel-6의 경우 Label-2에 비하여 늘어난 클래스 

수만큼 학습 시간 측면에서 약 10분 정도의 지연이 발생

한다. 즉, Label-6는 늘어난 클래스를 기 으로 불, 연기에 

하여 보다 상세한 특징  추출  필터 출력을 나타냄

으로써 높은 성능을 얻는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아이 랫폼의 

상분석 서버에 한 구조를 소개하고, 산불 재난 검출에 

한 성능을 제시하 다. 제안하는 산불 상 분석 기술의 

자동인지 기능을 통하여 재난 감시  응에 요구되는 

비용의 최소화  자연재난의 피해 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분석 서버는 재 학 상을 기 으로 설계되

었지만, 추후 열화상 상  성 상 등의 추가입력정

보와 융합하여 성능 고도화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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