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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유고감지시스템은 터널 내 보행자, 낙하물, 정지 차량, 역주행, 화재(화염 및 연기) 등 돌발상황 시에 초동 감

지 목적의 시스템으로 최근 도심지의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영상유고감지시스템을 대심도 복층터널에 적용하기 위하여 복층터널의 설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

였고, 본 논문에서는 특히 기존 영상유고감지시스템에서는 지원되지 않거나 또는 오감지가 많아 복층터널 환경에 그

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던 화재 감지를 색 영상 분포, 실루엣 확산 및 통계적 특성 분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복층터널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차량 실물화재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ABSTRACT

Video Incident Detection System is a detec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of an emergency in an unexpected 
situation such as a pedestrian in a tunnel, a falling object, a stationary vehicle, a reverse run, and a fire(smoke and 
flame).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the city center has been emphasized by the construction of underpasses in great 
depth underground space. Therefore, in order to apply Video Incident Detection System to a Double Deck Tunnel, it was 
developed to reflect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Double Deck Tunnel. and In this paper especially, the fire detection 
technology, which is not it is difficult to apply to the Double Deck Tunnel environment because it is not supported on 
existing Video Incident Detection System or has a fail detect, we propose fire detection using color image analysis, 
silhouette spread, and statistical properties, It is verified through a real fire test in a double deck tunnel test be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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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복층터널은 층을 2개 이상 가지고 여러 층을 활용할 

수 있는 터널로서 낮은 층고의 폐쇄된 환경으로 인해 차

량 충돌사고나 화재 발생 시 적시에 인지하고 회피 운전

을 하거나 대피할 공간이 여의치 않다. 또한 폐쇄된 터

널 내부에서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대형 후속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화재 등 돌발상

황의 실시간 인지와 초동 대응이 가능한 영상유고감지

시스템을 복층터널에 적용하고자 한다[1].

Fig. 1 double deck tunnel model

그림 1과 같이 복층터널의 설계 특성상 초대형 터널 

단면과 IC/JCT 연결 구조로 분기구간의 경우 단면 형상

이 복잡하고 일반 터널에 비해 낮은 CCTV 설치 위치로 

인한 좁은 가시 범위와 가시권 내에서 심한 이동객체 간

의 겹쳐 보임 현상이 있어 물체를 판별하기 어렵고, 화
염 및 연기와 유사한 색상을 가진 터널 내 조명이나 내

장 마감재로 인해 오감지의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기존

의 영상유고감지시스템을 복층터널에 그대로 적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2].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영상유고감지시스템이 기

능상 지원하지 않거나 오감지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지

는 화재 감지 부문에서 복층터널 테스트베드에서 직접 

얻어진 차량 실물화재 실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복

층터널 특성이 반영된 색 영상 분포, 실루엣 확산, 통계

적 특성 분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화재감지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Ⅱ. 복층터널 특성반영 화재 감지 알고리즘

2.1. 색 영상 분포 분석

CCTV 카메라의 컬러 영상신호를 분석하여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이다. 이때에 복층터널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을 구분하지 못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감지하는 문제가 있어 화염 및 연기의 그림 2 다양한 

표준의 색 좌표계 상 분포특성을 활용하여 복층터널 테

스트베드 내 실제 차량 화재 영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

석할 필요가 있다[3,4].

  

Fig. 2 RGB / YCbCr / HSV color space

Fig. 3 fire detection flow chart

그림 3에서 색영상을 추출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의 화염의 RGB 색 분포 특성의 경우 R성분 계열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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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yellow 및 white 성분이 넓게 분포하였고, 연기

의 경우는 white, grey, black의 색을 띠고, RGB 색 값 차

가 많지 않았으며 이때의 HSV 색 분포 특성은 화염 영

역은 채도(S)가 상당히 낮고 white에 가까운 성분이 검

출되었다. 이후에 휘도 성분의 유효한 사용과 명도, 채
도의 평균값 등 도출을 위한 YCbCr, HSV, CMYK 등의 

다양한 색 분포 특성을 함께 이용하였다. 

   (1)

   ∩min max ∩

min  max 

(2)

  ∩ (3)

그림 3은 입력 영상으로부터 RGB 색상 분포 기반의 

화재 예상 영역의 이진 픽셀 식(1)의 A(x,y)를 구하고,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과 구분되는 화재의 색상 특성

을 갖는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YCbCr 색상 분포 기반의 

식(2) B(x,y)와 논리곱(∩)을 취한 식(3)의 Sum이 실험

적으로 조성된 임계값 이상이면 화재 영역으로 검출한다.

2.2. 실루엣 확산 분석

복층터널의 환기 설계에 따른 화재 연기가 확산되는 

예상 영역의 실루엣을 고려하여 화재 영역을 추출하도

록 한다. 앞선 색상 분포를 이용한 방법에 의해 영상 처

리하여 측정된 색상 값에 기초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휘도 누적값을 산출하고[5], 해당 영역의 주파수 성

분을 분석[6]하여 실루엣 확산 정도를 판단한다. 

Fig. 4 test bed vehicle real fire test photograph 

Fig. 5 silhouette spread, processing flow chart

그림 4는 추출된 특징점의 RGB 값과 주파수 성분을 

표출하는데, 이는 실루엣 확산 값 분석을 위해 식(4)의 

DCT 변환을 통하여 영상 프레임 내에서 색상 변화가 없

는 픽셀은 저주파, 색상 변화가 있는 픽셀은 고주파 쪽

으로 위치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저주파 성분부터 

고주파 성분까지 재배열시켜 실루엣의 주파수별 성분 

분석을 통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cos


cos



(4)

    (5)




 



  (6)

식(4)의  는 프레임 내 임의 수평, 수직 픽셀에 

대한 2차원 DCT 계수 값이며, 식(5)의 Ct 는 프레임 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휘도(Y) 누적 값으로 밀폐된 테스

트베드의 차량 화재에서 커지는 특징이 있다. 식(6)의 

Silh_는 이들의 합으로 실루엣 확산 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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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앞선 색상 분포를 이용한 방법에 따른 배경

영상(IMG_B)과 현재 영상(IMG_C)에서 각각 추출된 실

루엣 확산 정도(Silh_)에 기반한 확산 값(Sum_)을 비교

하여 설정된 임계값보다 큰 경우 해당 영역을 화재 영역

으로 판단한다. 

2.3. 통계적 특성 분석

색 영상 분포를 이용한 방법과 실루엣 확산 분석에 의

해 화재 발생 예상영역을 추출한 다음, 추출된 영역에 

대하여 그림 6의 가우시안 확률분포 N개를 혼합시켜 이

용하여 복층터널 테스트베드 내 화염과 연기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한 후[7], 이 데이터를 기초로 비교하여 화

재의 발생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Fig. 6 mixture of gaussian ditributions(GMM) 

그림 7은 앞서 검출한 화재 영역의 색영상 정보 값

(Sum_)에 실루엣 확산 값(Sum of Silh_)이 연산된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유사한 데이터 그룹으로 나누는 클러

스터링을 수행하고 색상, 채도 및 명도에 대하여,

 




 
 (7)

식(7)의 N차의 가우시안 혼합 모델 함수 식을 구성하

는 파라미터인 π(가중치), χ(데이터), µ(평균), σ2(분산)
를 추정하고[8,9], 후보 영역의 통계적 특성이 화염 및 

연기의 통계적 특성과 유사한지 표 1 조건을 통하여 비

교한다.

Fig. 7 fire(smoke, flame) determination flow chart

표 1은 HSV 색 영상 분포 특성에 기반한 사례로 색상

(H), 채도(S), 명도(V)의 평균 및 분산 값으로 정렬하여 

최대(max), 최소(min) 분포 함수를 구하여 화재의 통계

적 특성 조건을 만들었다. 이때 임계값(Th)의 범위는 감

지거리 및 선택된 CCTV 카메라의 기능과 성능에 따라 

조절하며 반복적 측정하여 실험적으로 획득한다. 

Table. 1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fire 

Factor Condition

Smoke
µ_Hmax - µ_Hmin > µ_HTh_S, σ2_Hmax < σ2_HTh_S and
µ_Smax - µ_Smin > µ_STh_S, σ2_Smax < σ2_STh_S and 
µ_Vmax - µ_Vmin > µ_VTh_S, σ2_Vmax < σ2_VTh_S

Flame
µ_Hmax - µ_Hmin > µ_HTh_F, σ2_Hmax < σ2_HTh_F and
µ_Smax - µ_Smin > µ_STh_F, σ2_Smax < σ2_STh_F and
µ_Vmax - µ_Vmin > µ_VTh_F, σ2_Vmax < σ2_VTh_F

Ⅲ. 복층터널 테스트베드 차량 실물화재 실험 

3.1. 실험개요

기존 화재 알고리즘이 적용된 상용 프로그램을 복층

터널 테스트베드에 적용 시 환경 영향으로 오감지가 지

속적으로 일어나고 유사 색상에 반응하여 테스트가 불

가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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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st bed vehicle real fire test photograph

그러므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화재만을 감

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요구되어, 복층터널 특성반영 

영상처리를 이용한 화재 검출 방법을 개발하였고, 복층

터널에 적용하기 위하여 그림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

재안전연구소 복층터널 테스트베드에서 차량 실물화재

(화염, 연기) 실험을 실시하여 감지 거리별 해당 동영상 

시료를 기반으로 감지 능력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3.2. 실험 방법 및 결과

본 실험은 복층터널 테스트베드에서 화염 및 연기 인

자의 초동 감지 시간을 확인하였다. 표 2의 영상 DB인 

데이터 셋(S1 ~S6)은 테스트베드의 각각 다른 환경 조

건의 .mp4 멀티미디어 파일이고 전체 이미지 개수 중 연

기와 화염 대상객체의 개수를 파악하여 활용하였다

[10].

Table. 2 test bed vehicle actual fire experiment image 
DB file

Dataset
ID

(.mp4)

S1 S2 S3 S4 S5 S6

Image 28,800 28,800 18,000 16,200 21,600 21,600

Object
smok flam smok flam smok flam smok flam smok flam smok flam

18k 158k 21k 180k 102k125k 87k 83k 170k120k 110k180k

영상 DB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여, 범용 고성

능 그래픽 처리장치(GPU)가 장착된 분석서버에 알고리

즘을 탑재하여 화염 및 연기를 검출하였다[11].

Fig. 9 event(flame, smoke) detection method

이벤트 검출방법은 그림 9와 같이 화염과 연기를 분

리하여 각각 검출하였고 연기 이벤트가 화염보다 지속

되고 시간에 따라 발생 양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하여 연기 농도가 다소 짙어지고 화

염이 커지는 임의시각(화재발생)을 기준으로 화염 또는 

연기 발생 이후 10초 이내를 성능기준으로 하였다[12]. 
성능 평가 결과는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감지거리

별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자체 성능

기준 이하로 초동 감지 시간을 단축하였고, 특히 주변의 

화재와 유사한 물체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던 결과는, 
기존 영상기반 화재감지알고리즘의 경우도 색 분포 특

성을 분석했지만 단일 표준만 반영하여 인식율이 높은 

경우에도 이에 따른 유사감지율 역시 비례하여 현격히 

높아지는 문제점을 본 알고리즘에서 해결한 것이다. 

Table. 3 experiment result data

Data 
set Fire Object Detection False 

Detection etc

S1
smoke 18,320 18,320 0

distance 
(25m)

flame 158,432 158,432 0

S2
smoke 21,187 21,187 0

flame 180,216 180,216 0

S3
smoke 102,871 102,871 0

distance
(15m)

flame 125,435 125,435 0

S4
smoke 87,154 87,154 0

flame 83,158 83,158 0

S5
smoke 170,876 170,876 0

flame 120,518 120,518 0

S6
smoke 110,963 110,963 0 distance(

5m) flame 180,230 180,230 0

따라서 다양한 표준의 색 좌표계 상 분포특성을 복잡

적으로 반영한 것이 유사감지율을 낮추는 중요 요인으

로 작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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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복층터널 내 차량 화재 시 화염 및 연

기의 다양한 표준의 색 영상 분포와 실루엣 확산 정도를 

이용하여 후보 영역을 검출하고 후보영역의 통계적 특

성을 측정하여 실험적으로 구해진 임계값과 비교를 통

하여 화재를 확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영상 DB에 대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화염과 연기를 각각 검출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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