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

화염의 온도 분포 특성을 이용한 컬러화염 영역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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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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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컬러 상에서 화염의 후보 역을 검출하기 해 화염의 온도 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화염의 역을 분할한다. 기존 화염 

검출 알고리즘에서는 단순히 화염의 색상을 황색에서 색사이를 화염 후보 역으로 검출하여 많은 오검출을 포함한다. 하지만 

실제 화재에서 화염은 백색에서 색사이의 색상을 보이고 있고, 화염의 역 치에서 따라 서로 다른 색상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

는 화염의 온도 분포에 따른 색상을 분리하여 오검출 요소를 최소화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화염의 온도 분포 특성을 표 할 수 있는 

색상 모델을 찾고, 색상 모델의 값을 비선형 양자화 단계로 나 어 히스토그램으로 분석하여 화염 후보 역을 결정한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수 작업한 결과와 비교하면 정합도가 71.8%가 되고, 비화염 화소의 비율은 기존의 방법  최  비화염 화소 수와 

비교하면 약 27배 개선된 성능을 확인하 다.

Key Words : Video Surveillance, Flame detection, Color Analysis, Image Processing, Digital signal processing  

ABSTRACT
This paper propose a method to sort flame regions and non-flame regions in a color image based on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flame. The traditional algorithms simply detect flame regions those are colored between yellow and red 
and there are lot of false detection in this method. But the colors of real flame are fallen between white and red and flame 
color variation over the flame. In this paper, it reduce false detection by separating colors according to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flame. The proposed method firstly finds a color model to express the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fire 
and then the color model is non-linearly quantized based on color values and analyzed using histogram and finally detect 
the candidate flame regions. The proposed method has 71.8% of matching rate and if it is compared with non-matching rate 
of traditional algorithms, the non-matching rate is improved by 27 times than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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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화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향을 주는 재난 

에 하나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 , 물  자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화재를 조기 감지하기 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실생활에 용되어 있다. 먼 , 센서 기반[1][2]의 화재를 감

지하는 방법이 있다. 센서 기반의 화재 감지는 연기나 열을 

센서가 감지하여 화재 유무를 단하는 방법으로 건물 내부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

른 화재 감지 방법은 카메라의 상 기반[3-10]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보안을 해 CCTV 시스템이 

리 보 되면서 CCTV 시스템의 응용으로 상 기반의 화

재 감지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다. 상 기반의 화재 감지 방

법의 장 은 센서 기반에 비해 넓은 역의 화재 감지가 가

능하고, 화재의 상태 정보를 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CCTV 시스템의 응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장 으로 최근에는 상 기반의 

화재 감지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상을 기반으로 화재를 감지하기 해서 상 내부에서 

화염 역을 분할하는 기술은 요한 요소이다. 화염 역을 

분할하기 해서 화염의 특징을 이용하게 되는데 색상, 움직

임, 모양, 비율, 질감 등등 다양한 특징을 이용하여 화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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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할한다. 화염의 특징 에서 표 인 색상 특징은 

부분의 화염 역 분할 방법에 사용된다. 화염의 색상 특징

은 색상 모델을 이용하여 분할한다.

Turgay[3] 등은 화염 역을 분할하기 해 RGB 색상 모

델을 이용하여 화염 역을 분할하 다. 화염 색상은 Red 성

분이 Red 성분 체 화소들의 평균보다 높고, Red, Green, 

Blue가 같지 않은 역에서 각 색상 성분의 비율로 화염 

역으로 분할하 다. Tai[4] 등은 YCbCr 색상 모델을 이용하

여 Y 성분이 Cb 성분보다 크고, Cr 성분이 Cb 성분보다 큰 

역을 화염 역으로 분할하 다. Zhang[5] 등은 HSV 색

상 모델을 이용하여 화염 역을 분할하 다. Hue 성분이 낮

거나 높고, Saturation 성분이 임계값 이상인 역에서 화염 

역을 분할하 다. 하지만, 자들의 방법은 비화염 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오류 요소를 포함하며 화염 역을 분할한

다. 이런 단 은 개선하기 해 Turgay[6]는 CIE Lab 색상 

모델을 이용하 다. 화염 역이 Luminance 성분이 체 화

소의 평균보다 높고, a, b 성분 역시 체 화소의 평균보다 

높은 화소가 b 성분보다 a 성분이 높은 화소를 화염 화소로 

화염 역을 분할하 다. Chen[7][8]과 Toreyin[9] 등은 하나

의 색상 모델이 아닌 두 개의 색상 모델을 이용하여 화염 

역을 분할하 다. RGB 색상 모델의 특징인 Red 성분이 높

고, Red 성분이 Green 성분보다 높고 Green 성분은 Blue 성

분보다 높은 역을 분할하고, HSV 색상 모델에서 

Saturation 성분과 Blue 성분의 계식을 통해 화염 역을 

분할하 다. Nuwan[10] 등은 Red 성분이 높고 Cr 성분이 특

정 범  안에 분포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화염 역을 분할하

다. 비화염 역의 분할을 최소화하긴 했지만 하늘이나 밝

은 황색을 화염 역으로 분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염 역을 분할하면서 비화염 역을 최

소화하기 하여, 화염의 온도 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상에

서 화염 역을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화염은 내부 

역과 외부 역의 온도차이가 다른 특징을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색상을 이용하여 화염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화염의 온도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모의실험  

결과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Ⅱ. 화염의 온도 분포 특성

화염은 매질과 산소 공 에 따라 화염 내에 온도가 다양

하게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아래 그림 1은 컬러 상의 화염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 화염은 색, 주황색, 황색, 백색으로 다양한 

색상을 포함하여 보여 다. 화염은 단일 색상으로 표 되

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컬러영상의 화염 특성

한 표 1의 내용을 참고하면 화염 내부에서 색상에 따라 

온도의 범 를 보여주고 있다.

화염 색상 온도 범

색 500 ～ 900℃

주황색 900 ～ 1100℃

황색 1100 ～ 1300℃

백색 1300 ～ 1500℃

표 1. 화염 색상에 따른 온도 범위

 

화염은 하나의 온도를 갖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온

도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염은 두 가지 

이상의 온도 분포를 보이는 특징으로 크게 외염과 내염으로 

구분하고, 화염 역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보이는 특

징을 이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화염의 색상으로 표 되는 

색, 주황색, 황색, 백색을 표 할 수 있는 색상 모델을 결정해

야 한다. 다양한 색상 공간을 분석한 결과 수식 1의 조건을 

만족하는 Cr 성분에서 원하는 색상의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2는 수식 1의 조건을 만족하는 Cr 성분

의 색상 분포를 나타낸다.

   ≥ 
   ≥ 

 (1)

그림 2. 수식 1을 만족하는 Cr 채널의 색상 분포

그림 2는 녹색, 백색, 황색, 주황색, 색의 순으로 Cr 성분

의 값이 높은 순으로 색상을 표 한다. 따라서 온도에 따른 

화염의 색상 분포를 표 하기에 합하다.

Cr 성분을 표 2와 같이 비선형 양자화 벨로 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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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색상 양자화 벨 Cr 성분 범

청색 1 0 ～ 121

백색 2 122 ～ 134

황색 3 135 ～ 162

주황색 4 163 ～ 193

색 5 194 ～ 255

표 2. 온도분포별 비선형 양자화 레벨

컬러 상에서 수식 1의 조건을 용한 결과 상을 비선형 

양자화 벨로 표 하면 아래 그림 3-(b)와 같이 나타난다.

 

(a) 수식1 결과 상

 

(b) 양자화 상

그림 3. 온도분포 양자화 영상 결과

그림 3에서 화염은 2가지 이상의 색상을 포함하고, 비화염

의 경우 1가지의 색상을 주로 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온도분포 히스토그램으로 표 하면 그림 4와 같이 나

타난다.

(a) 화염 온도분포

(b) 비화염 온도분포

그림 4. 컬러영상의 화염 및 비화염 영역의 온도분포 히

스토그램

그림 4는 그림 3의 첫 번째 상을 수작업으로 분할하여 

화염 역과 비화염 역을 각각 양자화 단계를 히스토그램

으로 표 하 다. 화염인 경우에는 황색, 주황색, 색의 색

상이 분포한다. 하지만, 비화염의 경우에는 백색에 해당하는 

색상만이 분포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 다.

화염의 온도에 따른 색상 분포 특징을 수식 2 ～ 4의 조건

으로 표 할 수 있다.

 ≡     (2)

수식 2의 Hist는 수식 1의 결과를 라벨링한 역의 양자화 

히스토그램이고, n은 양자화 단계를 나타내고, i는 라벨링 ID

를 의미한다. 

     ≤  

            (3)

수식 3의 k는 양자화 단계 0 ～ 5로 순차 으로 조건을 확

인한다. Th는 히스토그램의 집도를 단하는 임계값으로 

실험 으로 얻어진 0.91로 단하 다.

      ≠  
   (4)

수식 4는 화염 역에서 황색과 주황색을 항상 보여주는 

특징을 반 하 다.

수식 1 ～ 4까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화염의 온도 분포 특

성을 반 한 결과는 아래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5. 화염영역의 온도 분포 특성

Ⅲ. 모의실험 및 결과

제안하는 화염 후보 역 결과를 검증하기 해 15개의 

실험 상을 이용하 다. 실험 상은 100번째 Frame에 해

당하는 정지 상으로 720 * 480의 크기이다. 1-12는 화염 

상이고, 13-15는 비화염 상이다. 화염 상의 경우 수작

업으로 분리한 화염 역과 기존의 화염 색상 후보 검출을 

해 사용된 방법들과 제안하는 방법을 비교하 다.

방법 1은 Chen[7][8]의 알고리즘에서 제안된 RGB와 HSV

를 혼합한 색상 검출 방법이고, 방법 2는 Zhang[5]의 알고리

즘에서 제안한 HSV 색상 검출 방법이고, 방법 3은 Tai[4]이 

제안한 YCbCr 색상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고, 방법 4는 Jing

이 제안한 RGB 색상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방법 

5는 Turgay[6]가 CIE Lab 색상 모델로 제안한 방법이고, 마

지막으로 방법 6은 Lee[10]가 제안하는 Red 성분과 Cr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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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방법이다. 각 방법들의 화염 색상 검출 결과 상

은 그림 6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7은 화염 역과 화염 후보 검출 결과와 정합한 화소

의 결과를 나타내고 그림 8은 화염 후보로 검출된 비화염 화

소의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낸다.

 

(a) 원본 시험 상

 

(b) 방법 1(RGB & HSV)

 

(c) 방법 2(HSV)

 

(d) 방법 3(YCbCr)

 

(e) 방법 4(RGB)

 

(f) 방법 5(CIE Lab)

 

(g) 방법 6(Red & Cr)

 

(h) 제안 방법

그림 6. 화염 영역 분할 결과 영상

그림 7. 화염 화소수 결과

그림 8. 화염 정합도 결과

그림 9. 비화염 화소수 결과

정합도실제화염화소수
검출화염화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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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도는 수식 5와 같이 실제 화염 화소와 화염 후보 검출 

방법을 이용한 결과에서 정합되는 화소수의 비율을 백분율

로 나타낸다. 그림 7의 결과를 보면 화염 화소수는 부분의 

상에서 실제 화염 화소 수가 다른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화소 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의 정합

도로 확인한 결과 부분의 상에서 70% 이상의 정합도를 

보인다. 하지만 상 8, 10, 12에서 특정 온도의 분포가 높게 

분포하는 화염이 발생하여 화염 역으로 검출하지 못하

다. 결과를 보면 방법 3이 가장 높은 정합도인 73.5%를 보이

고 다음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71.8%의 정합도를 보인다. 방

법 3이 가장 높은 정합도를 보이는 이유는 조건을 단순하게 

용하여 실제 화염 화소 뿐만 아니라 화염과 유사한 색상을 

보이거나 하늘 등의 비화염 화소도 많이 검출하는 것을 그림 

6(c)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제안하는 방법은 비화염 화소

가 게 검출되는 것을 그림 6(h)에서 확인할 수 있따. 한 

그림 9의 비화염 화소수의 결과를 보면 방법 3은 877,781의 

비화염 화소 수를 제안하는 방법은 69,984의 비화염 화소 수

를 보이고, 비교하면 약 12.5배의 비화염 화소수가 어든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비화염 화소수의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비화염 화소수를 검출한 방법 2와 제안하는 방법을 비교하

면 약 27배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화염 후보 역을 검출하기 해 

색상의 범 로 분할하던 방법을 화염의 온도 분포 특성을 이

용하여 화염 후보 역을 검출하 다. 기존의 방법들보다 높

은 정합도를 보이면서 비화염 화소 비율을 최소화하 다. 따

라서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산량을 일 수 있으

며, 시간에 따른 변화 특성을 히스토그램으로 역을 비교하

기 수월한 장 이 있다. 하지만 노을과 같은 비화염을 검출

하며, 화염 역과 주변의 비화염이 연결되어 존재하게 되면 

비화염을 포함하여 화염 후보 역을 검출하는 단 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 추가 인 화염의 특성인 동 인 특성과 

모양 특성을 반 하여 알고리즘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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