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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영상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이 많이 개발 

되어 있으나 현재 나와 있는 시스템의 경우 침입자 

감시 기능 또는 화재감시 기능만을 각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화재감시의 경우 

고가의 열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영상의 컬

러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열적외선 카메

라의 경우 고가의 장비이고, 영상의 컬러를 이용하

는 방법의 경우 불의 색상과 모양을 비교하므로 

오작동의 확률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

과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화재감지 시 오작동 

확률을 낮추고 이동물체 등장 시 물체의 이동 방향

을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화재감시와 이동물체 추적을 

위해 2장에서는 배경제거 방법과 이동물체 이동 

방향 판별 방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화재감지 

방법을 설명하며, 4장에서는 결론을 언급하였다.

2.영상의 밝기 값을 이용한 배경제거

영상에서 배경을 제거 하는 방법에는 단순 차영

상을 이용하는 방법과 배경에대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 밝기 값을 이용하

여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단순 차영상의 

경우 배경 영상과 동적 영상의 차이를 동적 물체라 

판단하는데 이때 데이터의 손실의 이유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가우시안 혼합 모델의 경우 연산 

속도가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 서 사용

한 밝기 값을 이용한 배경제거[1]의 경우 파라미터 

값에 따라 명암에 따른 오차를 줄일 수 있고 배경영

상을 계속 업데이트 하므로 물체가 등장하고 일정

시간 정지하는 경우 이것또한 배경으로 간주하는 

장점이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방법을 설명 하고자

한다. 
I .

                   (1)

 ,  , 
w , t , k(-1<k<1)
 . 

I .
    

      --≤I≤ ++                 (2)

 
.

   ′ = (n – 1)/n× +1/n×I               (3)

  ′= (n – 1)/n×+1/n××      (4)

n .
(3) (4)

.

 ′ = I                 (5)

′= (m – 1)/m×+1/m××      (6)

m(m≥n) .

(3)  (4)


(5) (6) (2)
Fig.1

. 배경이 제거된 영상에서 동적물체의 

이동방향 분석은 배경이 제거된 영상으로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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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만든다. Fig.2 만들어진 

이진 영상에 대하여 Blob영역을 만들어준다. 생성

된 Blob영역 중 최대 크기를 갖는 영역을 관심 

영역으로 지정 하고 그 영역의 중심점의 이동에 

따른 이동 방향을 문자로 표시한다.

Fig.1 ( ) ( )

Fig. 2 ( ) Blob ( )

3. 화재감지

본 장에서는 영상 센서와 적외선 센서를 융합한 

화재감지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영상정보를 이용한 화재검출 방법에는 가우시

안 혼합 모델을 이용한 판별 방법[3]과 불의 특징적

인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방법[4], 컬러 모델을 이용

한 방법[2]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컬러 모델을 

이용한 화재검출 방법을 이용하였다. 컬러 모델을 

이용한 방법에는 색상의 영역 즉, RGB, HSI, YCbCr
의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디지털 비디오

에서 주로 사용하는 YCbCr 컬러 모델을 사용하였

다.
여기서 Y는 휘도(빛의 양), Cb는 청색성분과 

기준 값 간의 차이, Cr은 적색성분과 기준 값 간의 

차이이다. RGB영역에서 YCbCr영역으로의 변환

은 (7)식에 의해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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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식 으로 인해 변환된 YCbCr 색상을 이용하여 화

재 영역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YCbCr값과 비교

하여 화재를 검출한다. 식 (8),(9),(10)을 적용하여 화

재 검출에 필요한 임계치를 구한다.

      ≥  
                        (8) 

      ≥  
                                     (9)

   ×                         (10)

식 (8),(9),(10)에서 사용되는 상수 값인 와 를  평

균을 통하여 구한 와   값이  각각   ≥   이고

 ≥   일 때 화재 영역으로 1차 검출을 한다.
1차 검출 이후 화재영역에 대해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2차 검출로 온도를 측정한다. 온도 측정 시 

측정 물체 주변온도와 적외선 센서 주변 온도를 비

교하여 측정값의 변화가 30℃ 이상 차이가 발생 하

면 화재로 인식 하게 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설명 한 센서 융합 기술은 기존의 

영상을 이용한 화재감지기술 이나 열적외선 카메

라를 이용한 방법보다 저렴한 비용이나 정확하게 

화재를 감지하고, 침입자 감시 기능을 더함으로써  

무인 감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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