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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화질 IP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상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연기를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제안한다. 실시간 처리를 해 FFmpeg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비디오 일을 오 하는 것처럼 IP 카메라

로부터 송되는 RTSP 스트림을 직  오 한다. 연기 검출을 해 연기 후보 역에 해 연기의 색정보  

형태학  특성은 물론, 연기의 동  특성까지 고려한다. 최종 으로 다양한 연기의 특성들을 효율 으로 결합

하기 해 부스  알고리즘으로 Ada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연기를 

검출하는 데 효과 인 것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which can detect the smoke in real time from the high-quality IP camera. For real-time 

processing, open directly the RTSP streams transmitted from the IP camera using the library FFmpeg as opening a video file. To 

recognize smoke, color information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moke, as well as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smoke 

also considered for candidate regions. To comb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smoke effectively, the Adaboost algorithm, was 

used as the boosting algorithm finally. Through the experiments with input videos from IP camera, the proposed algorithms were 

useful to detect sm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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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화재가 발생하면 인  물  피해가 크기 때문에 화

재를 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조기 

검출하여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재감지는 실내에

서의 화재 감지를 하여 학  센서를 이용하고 있

으나, 야외에서는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최근 

교통사고 감시, 화재 감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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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카메라를 이용한 상기반의 스마트 시스템들이 

제안되고 있다[1-2]. 그  상기반의 화재검출 시스

템은 화염과 연기의 색상정보를 이용하는 방법[3]과 

동 인 움직임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법[4]이 있다. 

상기반의 화재검출 방법은 유사한 색상을 가지거나 

주변 조명환경에 따라서 오검출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IP 카메라 기반의 실시간 연기 검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연기 검출 시스템의 오검출을 

이기 하여 연기 객체의 색 정보 외에 형태학  특

징  동  특징을 이용하여 연기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실시간 연기 검출 시스템에 하여 

설명하고 제 3장에서 실험 환경  조건에 해 언

하며 제 4장에서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제 5장 결론

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실시간 연기 검출 시스템

제안하는 실시간 화염 검출 시스템의 체 블록도는 

그림 1과 같다. IP 카메라로부터 TCP/IP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 되는 데이터를 FFmpeg 라이 러리를 이

용하여 실시간으로 상을 획득하는 단계를 거쳐 배경 

추정 단계, 경 추출 단계를 지나 후보 역에 한 

연기의 색정보와 형태학  특성  동  특성 정보를 

활용한 연기 별 단계로 진행된다.

2.1 FFmpeg 라이 러리 이용 RTSP 스트림 디

먹싱, 디코딩

FFmpeg은 크로스 랫폼을 지원하는 오 소스 멀

티미디어 임워크이다[5]. FFmpeg을 이용해 인코

딩/디코딩, 트랜스코딩(transcode), 먹싱/디먹싱, 스트림

(stream)은 물론 '재생'까지 멀티미디어와 련한 거의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로부터 

FFmpeg을 이용하여 스트리  데이터를 디먹싱(dem-

uxing)과 디코딩(decoding)하여 원본 데이터 상을 획

득한다[6].

2.2 주변환경에 강건한 GMM

배경추정을 한 혼합 가우시안 모델은 통계  패

턴 인식 기반으로 음성인식이나, 차량 인식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모델이다.

배경에 속한 각 픽셀의 칼라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

를 가진 다수의 분포의 결합으로 모델링하여 각 가우

시안 분포의 라미터들 가 치, 평균, 공분산을 갱신

하여 배경 상을 결정한다. 다수의 배경 모델로 다수

의 배경 물체를 처할 수 있도록 하 다[2],[6].

 

그림 1. 제안하는 체 시스템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for proposed total system

2.3 연기의 색 정보와 형태학   동  특성

상기와 같이 배경 추정을 통해 후보 역을 구한 후 

연기 객체를 검출하기 해 후보 역에 해 색 정보

를 다시 가져온다. 이를 바탕으로 후보 역에 해 연

기가 지니는 색정보, 형태학  특성  동  특성 등 5 

가지 특성을 약분류기로 둔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

음과 같다. 

1. 후보 역이 연기인 경우 역내의 밝기 값이 

증가하는 특성

가. 입력받은 이미지의 수 M, 각 이미지의 픽셀 수 

(0≤j≤M), 각각의 이미지  , 이미지의 픽셀 데

이터  ,  ,   (0≤i≤) 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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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각의 그 이 밝기값으로 평균을 구한다. 평균

값 

 = 







 

(1)

다. 임의의 오차값 E, 증감 측정 함수 

  = 








≥     
   

≺  
(2)

라고 정의한다.

라. 최종 결과 

  = 




  (3)

값이 0보다 크면 연기로 인식

2. 후보 역이 연기처럼 정형화된 물체가 아닌 경

우 역내의 경계값 평균이 감소하는 특성

가. 입력받은 이미지의 수 M, 각 이미지의 픽셀 수 

(0≤j≤M), 각각의 이미지  , 이미지의 픽셀 데

이터  ,  ,   (0≤i≤) 라고 

정의한다.

나. Sobel Edge 알고리즘을 통하여 만들어진 상 



다. 각각의 Sobel Edge 상의 평균을 구한다. 평

균값 는

  = 








(4)

라. 임의의 오차값 E, 증감 측정 함수 는 식 

(2)와 동일하게 정의

마. 최종 결과   는 식 (3)와 동일 

값이 0보다 작으면 연기로 인식 

3. 후보 역이 연기인 경우 일반 객체보다 채도값

이 감소하는 특성

가. 입력받은 이미지의 수 M, 각 이미지의 픽셀 수 

(0≤j≤M), 각각의 이미지  , 이미지의 픽셀 데

이터  ,  ,   (0≤i≤) 라고 

정의한다.

나. 각각의 채도값으로 평균을 구한다.  ,

 ,   가장 큰 값(Maximum 값) 

 ,  ,  ,    가장 작은 

값(Minimum 값)  , 평균값 

  = 







 

(5)

다. 임의의 오차값 E, 증감 측정 함수 는 식 

(2)와 동일하게 정의

라. 최종 결과   는 식 (3)와 동일 값이 0

보다 작으면 연기로 인식 

4. 후보 역이 연기인 경우 일정 밝기값 이상의 

값을 갖는 화소 개수가 증가하는 특성

가. 입력받은 이미지의 수 M, 각 이미지의 픽셀 수 

(0≤j≤M), 각각의 이미지  , 이미지의 픽셀 데

이터  ,  ,   (0≤i≤) 라고 

정의한다.

나. 그 이 상으로 변환

  = 


(6)

다. 일정 밝기값 T, 임계값 함수 

  = ≥ 
≺ 

(7)

라. 각각의 이미지마다 임계값 이상의 픽셀 개수를 장

  = 




 (8)

마. 임의의 오차값 E, 증감 측정 함수 는 식 

(2)와 동일하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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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최종 결과 

  = 




  (9)

값이 0보다 크면 연기로 인식

5. 후보 역이 연기인 경우 일정 경계값 이상을 

가진 화소 개수가 감소하는 특성

가. 입력받은 이미지의 수 M, 각 이미지의 픽셀 수 

(0≤j≤M), 각각의 이미지  , 이미지의 픽셀 데

이터  ,  ,   (0≤i≤) 라고 

정의한다.

나. Sobel Edge 알고리즘을 통하여 만들어진 상 



다. 일정 에지값 T, 임계값 함수 는 

식(7)과 동일 

라. 각각의 이미지마다 임계값 이상의 픽셀 개수를 

장하며  는 식 (8)과 동일

이러한 연기의 특징들을 약 분류기로 정하고 이들

의 선형 인 결합으로 높은 검출 성능을 얻기 해 

Adaboost 알고리즘을 최종 으로 용한다[7].

Ⅲ. 실험 환경  조건

실험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 다. 첫 번째는 IP 

카메라부터 산업용 제어보드까지 포함한 체 실시간 

시스템의 연기 검출 성능에 한 것이며, 두 번째는 

연기 검출 알고리즘만의 성능을 해 다양한 연기 

련 비디오 상 일을 이용한 실험이다. 

다양한 연기  비연기 상을 상으로 실험하여 

2장에서 언 한 다양한 연기 특성에 한 임계값  

가 치를 결정하 다. 

첫 번째 실험에서 사용한 IP 카메라는 Sunell(사)의 

200만화소, 0.005Lx 이며, 시스템실시간 처리를 해 

640x480 사이즈로 선택 시 당 7 임 속도로 실험

하 다. 산업용 제어보드는 Intel(R) Core(TM) 

i3-4130 CPU @ 3.40GHz가 탑재되어 있으며 

window7 기반이며 Visual Studio2010과 상처리 공

개 라이 러리인 OpenCV를 사용하여 구 하 다. 

첫 번째 실험은 방재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여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실험하 다. 지정된 시험실 

크기는 길이 10m × 폭 6m × 높이 3m 이며, 배치도, 

시험실 조도, 카메라 설치 치  실제 설치 화면은 

[6]에 언 하 다. 

연기 시험방법은 먼 , 화원으로 면심지 46개를 링

에 고정시킨다. 그 다음으로 시험장 밖에서 면심지의 

아래 쪽 끝에서 연속 으로 훈소하도록 화기로 모

두 화한 시 에서 화원을 시험실 안으로 가지고 들

어온다. 불연 이트 1 m 에 면심지를 고정한 링

이 치하도록 걸어놓는다. 마지막으로 시험체의 상

화면에 화원이 보이는 시 부터 시험체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두 번째 실험은 IP 카메라을 이용한 직  입력 없이 

동 상 일을 오 하여 알고리즘에 용하 다. 두 번

째 실험에 사용한 테스트 동 상 일 환경은 표 1과 

같다. 다양한 환경을 해 실내 상 뿐만 아니라 실외

에서 수집된 상도 동일한 비율로 테스트하 다.

File name
Video 
length

Size
Frame 
rate

Total 
frame 
number

Smoke 
number* 

Smoke 1
(outdoor)

0:01:46 640 360 30 3,180

Smoke 2
(outdoor)

0:00:47 640 360 30 1,410

Smoke 1
(indoor)

0:01:28 640 360 30 2,640

Smoke 2
(indoor)

0:01:19 640 360 30 2,370

* Smoke number : the number of frames present larger than a 
certain size smoke objects.

표 1. 테스트 상의 환경
Table 1. Environments of the test videos

Ⅳ. 실험 결과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첫 번째 실험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화원(火原)에 화한 후 자연연

소상태를 지속시켜 시험체(검출 시스템)가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발화 후 7

 만에 검출신호가 표시되었다. 연기의 동  특성까

지 고려하기 때문에 오검출을 이기 해 다소 충분

한 시간을 두고 모니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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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검출 알고리즘 자체의 검출 성능을 해 다양

한 환경에서 수집된 연기 련 동 상에 해 실험하

다. 그  한 가지 동 상에 한 실험 결과 화면을 연

기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으로 캡쳐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야외에서 수집한 상에 해서도 잘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한 네 가지 서로 

다른 동 상에 한 실험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평균 연기 인식률은 91.63%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제안한 연기 검출 알고리즘 방법에 한 성능 
평가 결과( 임 수 / 퍼센트, %)

Table 2.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for proposed 
smoke detection algorithm(frame number / percent, %) 

File name
Smoke 
number

Proposed method
(number of 
frame)

Proposed 
method

(percent, %)

fail
detecti
on*

fail
detection
*

Smoke 1
(outdoor)

2,880 288 2,592 10.0 90.0

Smoke 2
(outdoor)

1,320 122 1,198 9.2 90.8

Smoke 1
(indoor)

2,490 192 2,298 7.7 92.3

Smoke 2
(indoor)

2,250 149 2,101 6.6 93.4

The average 
recognition rate

8.38 91.63

* detection : Refers to the number of frames for detected smoke 
among the frames contains at least a certain size smoke.

 

그림 2.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실제 시험한 모습
(오른쪽은 연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시스템의 모니터상에 화염이 검출된 모습)
Fig. 2 Scenes from actual tests at FILK.

(smoke is in progress(rightside), smoke is detected in 
the monitor(leftside))

그림 3. 실외 연기 진행 상황에 따른 검출 테스트 
Fig. 3 Test example In accordance with the smoke 

test progress in outdoor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P 카메라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 

실시간 연기 검출 시스템을 제안하 다. 방재시험연구

원에서 시험한 결과와 다양한 실내외 화염 동 상에 

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실시간 연기 검출 시스

템  연기 검출 알고리즘이 실제 연기에 해 효과

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 보다 다양

한 환경에서 수집된 상에 한 실험을 지속 으로 실

시하여 화재를 오검출없이 조기에 검출하여 미리 방

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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