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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재에 대한 신속한 예측과 경고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화재

가 발생하면 연기와 화염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감지 시스템은 연기와 화염을 모두 감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대부분의 화재 감지 시스템은 화염 혹은 연기만 감지하며, 화재 감지를 위한 전처리 작업을 추가함에 따라 처리 속

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레이블 분류(Multi-labeled Classification)를 지원하는 CNN 모델을 

구성해서 화염과 연기를 동시에 예측하고, CNN의 특징을 기반으로 클래스에 대한 위치를 시각화하는 Grad-CAM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화재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재 감지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13개의 화재 동영상을 

사용해서 테스트한 결과, 화염과 연기에 대해 각각 98.73%와 95.77%의 정확도를 보였다.

ABSTRACT

Rapidly detecting and warning of fires is necessary for minimizing human injury and property damage. Generally, 
when fires occur, both the smoke and the flames are generated, so fire detection systems need to detect both the smoke 
and the flames. However, most fire detection systems only detect flames or smoke and have the disadvantage of slower 
processing speed due to additional preprocessing task.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a fire detection system which 
predicts the flames and the smoke at the same time by constructing a CNN model that supports multi-labeled 
classification. Also, the system can monitor the fire status in real time by using Grad-CAM which visualizes the position 
of class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NN. Also, we tested our proposed system with 13 fire videos and got an 
average accuracy of 98.73% and 95.77% respectively for the flames and the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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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화재는 사람의 부주의나 전기적/기계적 요인, 날씨, 
방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

발할 수 있다. 화염과 연기는 가연물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화염과 연기를 동시에 감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재 감지 시스템은 화염 혹은 

연기 하나만 감지하므로 신속한 화재 감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화염이나 연기의 위치를 명확히 감

지하기 위해, YCbCr이나 HSV와 같은 색 공간에서 후

보 영역을 추출하는 전처리 로직을 추가한 후 감지함에 

따라 화재 감지 시스템의 전체 속도가 느려지고, 전처리 

프로세스가 의도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전체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최근 음성, 영상, 자연어 처리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

에서 딥러닝[1, 2]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딥러닝 알고

리즘 가운데 하나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3]은 최근 영상 내 개체 인식에 있어서 뛰어난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CNN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추출하여 예측할 수 있으며, CNN의 특징을 기반으로 

클래스에 대한 위치를 시각화하는 Grad-CAM[4]를 사

용하면 추가적인 전/후처리 작업 없이 대상의 위치를 감

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염과 연기를 동

시에 감지할 수 있도록 다중 레이블 분류(Multi labeled 
Classification)를 지원하는 CNN 모델을 구성했으며, 
Grad-CAM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화재 상태를 모니

터링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기존 영상 기반 화재 감지 시스템

초기의 영상 기반 화재 감지 시스템들은 RGB나 

YCbCr, HSI 등을 활용해서 색 공간에서 색상의 차이를 

기초로 화염이나 연기를 감지했다[5, 6, 7]. 그러나 색 공

간에 기초한 화재 감지 방법은 연소되는 물질의 종류나 

주변 환경의 색상, 카메라의 특성에 따라 영상의 색이 가

변적이기 때문에 화재를 잘 감지하지 못하고, 특히 유사 

색상의 물체에 대해 오감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색 공간에 기초한 화재 감지 방법의 단점들을 보완하

기 위해 Toreyin[8, 9] 등은 화염이나 연기의 움직임과 

입력 영상의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얻어진 특성들을 추

가로 도입하여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러나 화염이나 연기를 감지하기 위한 조건을 실험적으

로 설정하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얻지 못한 조건이 많

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는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Borges[10]는 잠재적인 화염 영역의 경계 조도, 3차 

통계 모멘트 등의 특징으로 구성된 다차원 특징 벡터를 

생성한 후,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베이즈 분류기

를 사용해서 화염을 감지했다. Rui Chi[11]는 화염의 색

상, 동적 특성, 질감, 윤곽 등의 다양한 특징들을 기반으

로 SVM을 학습해서 화염을 감지했으며, Yakun Wang 
[12]은 옵티컬 플로우 방법을 통해 연기의 이동 방향에 

대한 특성과 LBP를 사용해서 연기의 질감 특성을 추출

한 후, SVM을 학습해서 연기의 발생 여부를 감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계학습 기반 화재 감지 방법들에서

는 화재 감지를 위한 특성들을 연구자들이 직접 정의해

서 추출하는데, 만약 정의한 특성이 모든 실제 상황에 

대한 화재의 공통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성

능에 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효과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

는 CNN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재 감지에 적합한 

화재의 특징을 학습해서 감지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재 

감지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

서 최근 CNN을 이용한 화재 감지 방법들이 많이 제안

되고 있다[13, 14, 15]. 그러나 기존에 제안된 CNN 기반

의 화재 감지 방법들은 화염이나 연기 하나만 감지하고 

있으며, 화재의 정확한 위치 감지를 위해 전처리 로직을 

추가함으로써 전체적인 처리 속도가 저하되었다. 특히, 
전처리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으면, 이후 

CNN에서도 정확하게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

인 성능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2.2. CAM과 Grad-CAM

최근 딥러닝 분야에서 시각화를 통해서 모델을 이해

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CNN의 특징 정보는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

이어를 거쳐도 클래스에 대한 위치 정보를 유지하고 있

지만, fc(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이러한 위치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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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된다고 한다[16]. 따라서 ResNet[17]이나 Inception[18], 
Xception[19]과 같이 최근 발표된 CNN 아키텍처들은 

마지막 분류 레이어에서 fc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발생

하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fc 레이어를 

GAP(Global Average Pooling) 레이어로 대체해서 사용

하고 있다.
Zhou[20]의 연구에 따르면 GAP 레이어가 fc 레이어

의 단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정보에 대한 특

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CNN 모델의 일부를 

구조적으로 변경해서 CAM[20]을 얻으면 각 클래스의 

위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CAM은 수식 (1)과 같이 

최종 출력 클래스와 GAP 레이어 사이의 가중치와 마지

막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인 특징 맵과의 곱으로 얻을 

수 있다.

 



   (1)

그러나 CAM의 단점은 출력 레이어와 마지막 컨볼루

션 레이어 사이의 레이어가 GAP 레이어 혹은 

GMP(Global Max Pooling) 레이어일 경우에만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Selvaraju[4]는 fc 레이

어가 존재하더라도 출력에 대한 특정 레이어의 gradient
를 계산하면 CAM을 얻어낼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를 Grad-CAM[4]라 칭하였다. 또한, 시각화 측면에서 

CAM은 입력 이미지에 대해 출력 클래스를 활성화시키

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대략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외각선(edge)과 같은 세세한 특징에 대한 시각화가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Selvaraju[4]는 Guided-backpropagation을 통해 얻어진 

saliency map을 Grad-CAM과 융합해서 출력 클래스를 

활성화시키는 영역에 대한 세세한 특징까지 시각화할 

수 있는 Guided Grad-CAM[4]를 제안했다.

Ⅲ. CNN과 Grad-CAM을 이용한 화재 감지 

3.1. 화재 감지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구현한 Grad-CAM 기반의 화재 감지 시

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카메라나 CCTV로부터 이미지 스트림이 들어

오면, 학습된 CNN 모델로 화재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Fig. 1 Configuration of the Fire Detection System using 
CNN and Grad-CAM

만약 화염이나 연기에 대한 출력 레이블이 특정 값 

이상이면 화재 발생을 알리고, 발생된 화염이나 연기에 

해당하는 위치를 Grad-CAM을 얻어서 시각화한다.

3.2. 화재 여부 감지를 위한 CNN 모델

본 연구에서는 화재(정상, 화염, 연기)를 감지하기 위

한 CNN 모델로 Inception ResNet V2[21]를 사용하였

다. 최근 발표된 CNN 모델인 Inception V3와 Xception
에 대해서도 학습시켜본 결과, Inception ResNet V2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특히, 화염과 연기, 정상 상태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감지하기 위해, 다중 레이블 분류(Multi- 
labeled Classification)를 지원할 수 있도록 CNN 모델을 

구성하였다. CNN 모델이 다중 레이블 데이터를 분류하

기 위해서는 모델의 최종 출력의 활성화 함수로 softmax
가 아닌 sigmoid를 적용해야 한다. softmax는 출력 벡터

를 전체 요소에 대한 확률 값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중 

레이블 분류 문제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손실 함수

(loss function)로는 수식 (2)와 같은 binary cross entropy
를 적용하였다.




  



log
 log

 (2)

여기서, 은 batch 샘플의 개수, 는 실제 클래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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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는 예측된 클래스 레이블을 의미하며, 와 은 

0에서 1 사이 실수 값을 갖는다. binary cross entropy는 

출력 벡터와 실제 ground truth 벡터에 대해서 각 클래스 

레이블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비교해서 loss를 구하기 

때문에 다중 레이블 분류 문제에 적합하다.
학습에 사용된 optimizer로는 최근 학습 최적화 성능

이 좋다고 알려진 nAdam[22]을 사용했으며, learning 
rate는 0.002, beta1과 beta2는 각각 0.9와 0.999로 설정

했다. 또한 batch_size는 32, epoch은 최대 200으로 설정

하였다. 

3.3. CNN 학습을 위한 다중 레이블 데이터 셋 구성

본 연구에서는 클래스(정상, 화염, 연기)별로 인터넷 

상에서 이미지를 수집한 후, 각 클래스에 알맞게 분리하

여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다. 정상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

는 밤과 낮의 일반적인 실내(침실, 거실, 주방 등)와 실

외(집, 빌딩, 숲 등) 이미지를 4,413개 수집했으며, 마찬

가지로 화염과 연기에 대한 이미지도 화재가 발생한 실

내, 실외 이미지를 3,179개 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염과 연기는 동시

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집한 화염과 연기 

데이터 셋 또한 화염과 연기가 섞여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CNN 모델이 효과적으로 화염과 연기를 

구분해서 학습하도록 화염과 연기가 동시에 발생한 이

미지를 “화염+연기”의 다중 레이블로 구성하였다.
이후 표 1과 같이 수집된 데이터 셋의 80%는 학습 데

이터로 사용하고, 10%는 검증 데이터로, 나머지 10%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 셋은 CNN 
모델 학습 시, 임의로 horizontal flip을 적용해서 50% 정
도 확장(augmentation)하였다.

Table. 1 Multi-labeled Dataset
training

data
validation

data
test
data total

6,076 758 758 7,592

Ⅳ. 테스트 및 분석

4.1. 학습 및 테스트 환경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NN과 Grad-CAM 기반의 화

재 감지 시스템은 Ubuntu 17.10 운영체제에서 Tensorflow
와 Keras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화재 감지 시스

템의 학습과 검증, 테스트는 Intel의 i7-5960X CPU와 

NVIDIA의 Geforce GTX 1080 TI GPU 2개를 장착한 

컴퓨팅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4.2. Inception ResNet V2 학습/검증과 Grad-CAM을 이

용한 시각화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학습시킨 Inception ResNet V2 모델의 

학습 곡선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검증 데이터 셋에 대

한 검증 결과, 정확도는 82번째 epoch에서 0.98로, loss
는 30번째 epoch에서 0.07로 수렴하였다.

Fig. 2 Learning Curve Graph(accuracy, loss) for 
Training/Validation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표된 CNN 모델인 

Inception V3와 Xception, Inception ResNet V2 모델들

에 대해서 epoch를 200으로 설정해서 학습했으며, 200 
epoch 동안 가장 높은 정확도(acc)와 가장 낮은 loss를 

갖는 모델들을 각각 도출했다.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

이터로 도출된 모델들을 검증한 결과, 표 2와 같이 

Inception ResNet V2 모델이 정확도 0.97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Inception ResNet V2를 이용해서 일부 이미지에 대해 

Grad-CAM을 적용해서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의 2번째 행은 다양한 화염 클래스를 포함하는 1
번째 행의 이미지들에 대한 Grad-CAM으로서, 정확히 

각 이미지의 화염 영역만 활성화해서 표시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4번째 행은 연기 클래스를 포함

하는 3번째 행의 이미지들에 대한 Grad- CAM으로, 이
미지 내 연기 영역을 정확히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4번째 행의 3번째 열에 위치한 이미지의 경우, 
사람이 있는 영역은 제외하고 활성화되어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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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Validation and Test for Inception 
V3, Xception and Inception ResNet V2

Inception V3 Xception Inception 
ResNet V2

best model acc loss acc loss acc loss

val acc 0.97 0.97 0.98 0.97 0.98 0.98

test acc 0.96 0.96 0.96 0.96 0.97 0.96

val loss 0.15 0.11 0.12 0.09 0.11 0.07

test loss 0.15 0.12 0.16 0.11 0.15 0.11

그림 4는 오류가 발생한 샘플로서, False Positive는 

실제 레이블이 Negative(비 화재)인데 모델이 Positive
(화재)로 잘못 예측한 것, False Negative는 실제 레이블

이 Positive인데 모델이 Negative로 잘못 예측한 것을 뜻

한다. 그림 4의 세 번째 열은 Guided Grad-CAM을 이용

해서 모델의 예측 결과를 세밀한 부분까지 시각화한 것

이다. 그림 4의 첫 번째 행은 화염 클래스에 대한 False 
Positive 샘플로, 학습된 모델이 촛불과 난로 영역에 활

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화염 

데이터 셋에는 난로 내에 발생된 화염 이미지 데이터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Guided Grad-CAM을 통해 시각

화한 결과 CNN 모델이 이러한 난로를 실제 화염의 일

부로 간주해서 화염으로 오인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
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 셋, 특히 난로에 포함된 

화염에 과적합(overfitting)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화염

이 포함되지 않은 난로 이미지를 정상 클래스에 대한 데

이터로 추가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4의 2번째 행은 화염 클래스에 대한 False 

Negative 샘플로, 화염 클래스에 대한 Grad-CAM을 출

력한 결과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화염 영역을 잘 감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Guided Grad-CAM을 통해 시

각화한 결과 이미지 좌측의 소방 조명(빨간색) 영역을 

잘못 식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방 조명과 

같은 유사 색상의 개체를 정상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해서 학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의 3번째 행

은 연기 클래스에 대한 False Positive 샘플로, 
Grad-CAM과 Guided Grad-CAM을 통해 시각화한 결

과, 그림 상단의 구름이 연기의 형태와 매우 유사해서 

연기로 오인해서 표현되었다. 따라서 유사 형태의 구름

이 포함된 이미지를 정상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로 추가

해서 학습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Fig. 3 Visualization of Flame/Smoke using Grad-CAM

Fig. 4 Analysis for False Positive/Negative samples

본 연구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오류가 발생한 

샘플을 분석해서 나타난 원인을 기반으로, 정상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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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미지로 소방 조명, 구름, 화염이 없는 난로 이

미지를 2,468개 추가로 수집해서, 총 8,544개의 데이터

로 CNN 모델을 다시 학습시켰으며, 그 결과 그림 4에서 

나타난 오류를 모두 제거할 수 있었다.

4.3. 테스트 결과 분석

기존의 관련 연구[13, 14, 15]에서 활용한 6개의 동영

상과 Youtube와 NIST[23]에서 수집한 동영상 7개를 합

한 총 13개의 화재 동영상에 대해 본 연구에서 구현한 

화재 감지 시스템의 정확도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Movie 1~7은 화염과 연기가 모두 발생한 동

영상이고, 8~10은 연기만 발생한 동영상, 11~13은 화염, 
연기 모두 발생하지 않은 정상 상태의 동영상이다. 각 

동영상들은 최소 3분(900프레임)에서 최대 10분(3295
프레임)내외로 촬영되었다. 분석 결과 화염에 대한 True 
Positive(화염을 화염으로 감지) 비율의 평균은 98.73%
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False Positive(화염이 아닌 

물체를 화염으로 오감지) 비율은 0%로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화염에 대한 False Negative(화염을 화염

이 아니라고 감지) 비율의 평균은 1.27%로 나타났고, 특
히 3번 동영상에서 7.1%로 높게 발생했다. 3번 동영상

은 건물 창문에서 연기가 발생한 후, 연기와 화염이 동

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화염이 검은색 연기에 많이 

가려져서 화염으로 감지하지 못했다.
연기에 대한 True Positive(연기를 연기로 감지) 비율

의 평균은 95.77%로 화염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

며, False Positive(연기가 아닌 물체를 연기로 오감지) 
비율은 평균 0.22%로 12번 동영상에서만 발생했다. 12
번 동영상은 복도에서 사람 3명이 지나가는 동영상인

데, 사람 그림자와 복도 바닥의 질감, 색상이 연기와 유

사하므로 오감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기

에 대한 False Negative(연기를 연기가 아니라고 감지) 
비율의 평균은 4.23%로 특히, 5번과 8번 동영상에서 각

각 15.2%, 16.9%로 높게 나타났다. 5번 동영상은 밤에 

집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동영상으로, 발생된 검은색 

연기가 어두운 배경에 가려져서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

다. 8번 동영상은 연기를 발생시키는 물체를 건물 벽면

에 던져서 테스트한 것으로, 바람에 따른 연기의 방향이

나 질감이 일반 화재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매우 다르게 

나타나서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 동영상에 대한 테스트 결과, 본 연구에서 구현

한 화재 감지 시스템은 이미지 프레임 당 평균 0.04초의 

속도로 화재를 감지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 처리를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Analysis of the test result

Movie

video analysis(%)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fire smoke fire smoke fire smoke

1 100 99.6 0 0 0 0.4

2 100 100 0 0 0 0

3 92.9 97.8 0 0 7.1 2.2

4 99.8 98.3 0 0 0.2 1.7

5 98.5 84.8 0 0 1.5 15.2

6 100 100 0 0 0 0

7 99.9 94.1 0 0 0.1 5.9

8 N/A 83.1 0 0 N/A 16.9

9 N/A 100 0 0 N/A 0

10 N/A 100 0 0 N/A 0

11 N/A N/A 0 0 N/A N/A

12 N/A N/A 0 2.9 N/A N/A

13 N/A N/A 0 0 N/A N/A

avg. 98.73 95.77 0 0.22 1.27 4.23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화염을 동시

에 감지하면서 추가적인 전처리 없이 실시간으로 화재 

상태를 시각화하는 화재 감지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화재 감지를 위한 CNN 모델로는 Inception ResNet V2
를 사용했으며, 화염과 연기가 모두 포함된 영상에서의 

화재 감지를 위해 다중 레이블을 지원하도록 CNN 모델

을 구성하였다. 또한, 수집한 7,592개의 데이터를 사용

해서 구성한 CNN 모델을 학습 및 검증했으며, 오인 감

지된 테스트 샘플에 대해 Guided Grad-CAM을 적용해

서 오인 감지의 원인을 분석한 후, 오인 감지에 대한 원

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서 추가 학습

을 수행함으로써 오인 감지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오인 감지된 데이터 셋은 난로나 소방 조

명, 구름이 포함된 이미지이며, 그 밖에 다른 사물을 포

함할 수 있는 실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오인 감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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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사물을 포함하는 실

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테스트와 학습을 통해 시스템

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와 

Youtube, NIST 등에서 수집한 동영상 13개에 대해서 추

가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화염에 대한 정확도는 98.73%
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기는 95.7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2개의 동영상에서는 어두운 배경과 연

기의 방향 및 질감 등이 원인이 되어 False Negative 비
율이 높게 발생되었는데, 향후 학습 데이터를 추가로 수

집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최근 발표된 CNN 모델 가운데 실험을 통해 화재 감

지에 가장 좋은 성능을 확인한 Inception ResNet V2를 

활용했는데, Inception ResNet V2는 사실 ImageNet과 

같은 1000개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한 범용 CNN 모델이

다. 따라서 향후 화재 감지에 보다 최적화된 CNN 모델

을 설계해서 화재 감지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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