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서  론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서 공개한 발화요인별 전국 

화재 발생건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9,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9,310건, 

기계적 요인이 4,05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전기화재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의 경우 사고사례의 절반 

이상이 일반 주거시설에서 발생함에 따라 옥내용 감지기 시

설 등의 고도화 및 정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재래식 

감지기의 경우 비화재보와 같은 오동작 등의 신뢰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

단 기법들을 이용한 화재감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1).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전처리 및 딥러닝 기반의 화재 감

지를 위해 Figure 1과 같은 이미지 기반의 전처리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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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모델이나 객체 감지 모델이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적절한 전처리 방법을 

설계하지 않을 경우 성능 평가 결과 낮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효과적인 화염검출 

전처리 방법으로는 HSV 컬러 모델과 Harris 코너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미지 전처리 방법이다. HSV 컬러 모델

을 통해 화염이 존재하는 색상영역을 필터링하고, 필터링된 결과물에 대해 Harris 코너 검출 방법을 적용할 경우 화

염 이미지의 거친 질감 특성 때문에 화염 주변에 집중적으로 코너가 검출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코너가 다수 

발생한 영역을 관심영역으로 검출하여 딥러닝 기반의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을 통해 

최종적으로 화염 여부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화염 검출 결과 정확도는 97.5% 

정밀도는 97%로 나타났다.

ABSTRACT

Recently, many image classification or object detection models that use deep learning techniques have been studied; 

however, in an actual performance evaluation, flame detection using these models may achieve low accuracy. Therefore, 

the flame detection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is image pre-processing with HSV color model conversion and the Harris 

corner detection algorithm. The application of the Harris corner detection method, which filters the output from the HSV 

color model, allows the corners to be detected around the flame owing to the rough texture characteristics of the flame 

image. These characteristics allow for the detection of a region of interest where multiple corners occur, and finally classify 

the flame status using deep learning-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s. The flame detection of the proposed model 

in this study showed an accuracy of 97.5% and a precision of 97%.

Key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learning, HSV color model, Corner detection algorithm,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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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이미지 내에는 화염에 해

당하는 객체 이외에도 여러 객체가 존재하므로 딥러닝 기

반의 이미지 분류모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전처리

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먼저 입력 영상의 이미지에 대해 전

처리를 하여 화재와 관련된 화염일 가능성이 높은 관심영

역(Region of Interest, RoI)을 검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HSV 컬러 변환을 수행하도록 하고, Harris 

corner detector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그리고 필터링되고 남

은 영역에 대해서는 Inception-V3 합성곱신경망 모델을 이

용하여 화염 및 비화염 여부를 추론하도록 한다. 이때 

Inception-V3 모델은 수집된 약 1만여 장의 화염 이미지 데

이터셋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2. 이미지 전처리 방법 설계

2.1 HSV 컬러 변환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이미지 전처리로 입력 이미지에 

대해 HSV 컬러 변환을 하였다. HSV 컬러 모델의 색상(Hue)

과 채도(Saturation)성분은 인간이 색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색상의 특징들을 다룰 수 있으므로 이미지 

전처리 이외에도 여러 응용분야에서 객체들의 색상을 식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색상 특성에 기반한 영상처리 알고

리즘의 개발을 위한 이상적인 추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HSV 컬러 모델에서 색상에 해당하는 Hue는 파장이 가

장 긴 빨간색을 기준으로하는 색상의 분포를 나타내며, 채

도 성분인 Saturation은 순수한 색상에 하얀 빛이 포함된 정

도를 나타낸다. 또한 명도에 해당하는 Value는 빛의 강도를 

측정하는 정도로 사용된다. Value가 하나의 성분으로 독립

되어 범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조명 변화에 강인한 알고

리즘을 생성할 수 있다(2,3).

 

  













     
     
    

 

(1)

식 (1)에서 
    는 지정된 컬러 모델의 범위에 해

당하는 픽셀의 좌표이며   및  ,  는 각각 

이미지의 픽셀  위치에서 화염이 존재할 수 있는 색공

간에 해당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지정된 범위에 해당되는 

이미지는 첫 번째 이미지 전처리의 결과물로 추출되게 되

고, 픽셀값이 0인 것은 비화염 색상영역으로 분류된 픽셀

을 의미한다. 이러한 HSV 컬러 변환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

이 Figure 2로 (a)에 해당되는 것이 원본 화염 이미지이고, 

(b)는 HSV 컬러 변환이 적용된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이다.

2.2 Harris corner detector

HSV 컬러 변환을 한 이후에도 화염 이외의 나뭇잎이나 

연한 노랑색을 포함한 객체 등의 결과물이 남을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객체들을 추가적으로 필터링하고자 두 번

째 이미지 전처리로 Harris corner detector를 사용하였다. 

HSV 컬러 변환을 하고 남은 결과 객체들 중 화염의 경우 

텍스쳐의 질감이 거친 특성이 있어 코너점이 다수 발생되

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HSV 컬러 변환된 결과 이미지

에 대해 Harris corner detector를 수행하면 화염부에만 집중

적으로 코너점이 발생하여 좀 더 정밀하게 필터링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Harris corner detector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이미지에서 

기준점  가 있을 때 기준점으로부터 ( ) 만큼 이동한 

변화량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변화량 는 식 (2)와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밝기를 나타내며, ()는 가우시안 윈도우 

 내부의 점들을 나타낸다.  만큼 움직인 영역을 테일

러 급수를 이용하면 식 (3)과 같이 정리된다.

     ≈

     








(3)

  및 는 각각 와 방향의 1차 미분으로 Figure 3과 같

Figure 1. Imge processing flow diagram for video based fire 
detection.

 

    (a) Original image           (b) converted image

Figure 2. Comparison of original image and HSV color 
conver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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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벨 커널인 와 소벨 커널인 를 이용한 합성곱을 

통해 각각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식 (3)을 식 (2)에 대입하

면, 전체 변화량 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은 전체 변화량의 행렬로써, 








 

 

이라

 한다면 행렬 M에서 두 값은 식 (5)와 (6) 같은 성질을 만

족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식 (7)을 통해 에지, 코너, 평면

을 결정할 수 있다. 는 경험적 상수로서 본 논문에서는 

0.04의 값을 사용하였다.

det       (5)

        (6)

   det   (7)

픽셀의 위치마다 의 값이 달라지며, 최종적으로 계산

하여 나온 고유값  는 다음 조건에 비교하여 에지, 코

너, 평면을 구분하게 된다(4-7).

⦁ 이 작고, 과 가 모두 작을 때 해당 영역은 평

면이다.

⦁   인 조건이고  ≫  이거나 반대인 경우 해당 

영역은 에지이다.

⦁ 이 큰 값을 가질 경우 해당 영역은 코너이다.

조건들 중 본 연구에서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이 

큰 값을 가져 코너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Figure 4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을 시각화한 결과물이다. Figure 4(a)

는 이미지 내에 화염이 존재하지 않는 샘플의 전처리결과

이고, (b)는 화염이 존재하는 샘플의 전처리결과로 HSV 컬

러 변환된 결과 이미지에서 코너점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

들은 녹색 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비화염 샘플의 경우 화염이 아닌 객체임에도 HSV 컬러 

변환으로도 필터링되지 않은 픽셀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코

너점 검출까지 수행하였을 경우 대부분 코너점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화염이 존재하는 샘플의 경우는 화염에 해당하지 않는 

객체들이 HSV 컬러 변환으로 완벽히 필터링이 안되었지

만, 화염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코너점들이 집중적으로 

검출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

하여 이미지 내에 다양한 객체들이 존재하는 경우 효과적

으로 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코너점들이 밀집하

여 발생한 영역을 딥러닝 기반의 합성곱신경망을 통해 추

론할 관심영역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3. 딥러닝 기반의 합성곱신경망 설계

딥러닝 기반의 합성곱신경망을 이용한 이미지 학습을 

할 때, 깊은 계층과 넓은 노드로 구성하여 사용한다면 더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렇

게 구성할 경우 파라미터의 양이 증가해 연산량이 상당히 

Figure 3. Masks used by sobel filter.

(a) HSV color converted Non-flame images

(b) HSV color converted flame images

Figure 4. Comparison of original and corner detection resul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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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과적합(Over fitting) 문제나 기울기 소실(Gradient 

vanishing problem)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드간의 연결

은 간결(Sparse)하게 하고, 행렬연산은 밀집(Dense)되도록 하

여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신경망은 깊으면서도 연

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든 것이 Inception 구조이다(8-10).

Figure 5의 (a)는 Inception A, (b)는 Inception B 그리고 (c)

는 Inception C 모듈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으로는 1 × 1 컨볼루션 필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1 × 1 필터는 평면상에서 컨볼루션을 수행하더라도 높

이나 넓이의 변화가 없으므로 공간적인 특징 손실은 없다. 

따라서 이 필터의 역할은 여러 계층의 합성곱 수행으로 인

해 채널 수가 커지는데, 이 채널의 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이로 인하여 1 × 1 필터 다음에 나오는 3 × 3이나 5 

× 5 필터에서의 파라미터 개수를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Inception-v3 모델은 다른 CNN 모델들보다 더욱 계층이 깊

지만 파라미터는 비교적 크지 않은 장점을 갖는다.

Table 1은 Inception 모듈들을 이용하여 구성한 CNN 계

층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입력 이미지 크기의 경우 299 

× 299로 설정되었고, 일반적인 합성곱신경망에서는 파라미

터의 크기를 줄이고자 모듈 또는 계층 사이에 Pooling을 사용

하였으나, 이미지의 특징 손실이 커지는 Representational 

bottleneck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Figure 5

의 (d)와 같은 파라미터 규모를 축소시키는(Dimmension 

reduction)모듈을 이용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계층에서의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

는 화염 또는 비화염 두 가지에 대한 분류 문제이므로 

sigmoid를 사용하였다.

학습을 위해 사용된 이미지 데이터셋은 총 20,177장이 

수집되었으며, 이 중 화염에 관련된 데이터셋은 10,153장, 

비화염에 해당하는 이미지 데이터셋은 10,024장 수집되었

다. 그리고 각각 학습용 데이터셋(Train dataset)과 검증용 

데이터셋(Test dataset)을 8대 2 비율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

하였다.

실험환경으로 CPU는 Intel i7-8700을 사용하였고, GPU는 

RTX3070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OS는 Linux Ubuntu 18.04 

환경에서 학습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Figure 6은 구성된 CNN 모델의 화염 학습 결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a)는 정확도(Accuracy)와 (b)는 손실(Loss)을 

나타낸다. 빨간색 곡선은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학습에 사

용된 화염 이미지들 중 오직 학습에만 사용된 데이터셋을 

통해 분류한 정확도와 오차인 손실을 나타낸다. 녹색 곡선

은 검증용 데이터셋의 결과로 학습용 데이터셋과는 다르게 

학습 과정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셋으로 오직 모델의 정

확도와 손실의 평가 목적으로만 사용된 데이터셋이다. 따

라서 학습용 데이터셋에서는 높은 정확도와 낮은 손실을 

보이는데 검증용 데이터셋에서는 비교적 낮은 정확도와 높

은 손실을 보인다면 과적합(Over fitting)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

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학습 결과는 두 가지 데이터셋 모두 

비슷하게 높은 정확도와 낮은 손실을 보이므로 화염에 대

해 학습이 잘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이상 정확도가 증가하지 않고, 손실도 더 이상 크게 감소하

(a) Inception A module          (b) Inception B module

(c) Inception C module           (d) Reduction module

Figure 5. Structure of inception modules.

Layer Kernel size Input size

Conv 3 × 3 299 × 299 × 3

Conv 3 × 3 149 × 149 × 32

Conv (padding) 3 × 3 147 × 147 × 32

MaxPool 3 × 3 147 × 147 × 64

Conv 3 × 3 73 × 73 × 64

Conv 3 × 3 73 × 73 × 80

MaxPool 3 × 3 71 × 71 × 192

Inception Ax3 As in Fig. 5 (a) 35 × 35 × 192

Reduction As in Fig. 5 (d) 35 × 35 × 228

Inception Bx4 As in Fig. 5 (b) 17 × 17 × 768

Reduction As in Fig. 5 (d) 17 × 17 × 768

Inception Cx2 As in Fig. 5 (c) 8x8 × 1280

AveragePool 8 × 8 8x8 × 2048

Fc - 1 × 2048

Sigmoid - 2

Table 1. Inception-V3 CNN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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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학습 횟수인 3천 회에서 학습을 종료하였다.

4. 실험결과 및 성능평가

Figure 7은 화염 검출 평가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

안하는 화염 감지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성능평가를 위해 

직접 촬영한 화재실험 사진과 실제 화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이용하였고, 주간의 실내, 실외 그리고 야간에 촬

영된 실내, 실외 등 다양한 평가용 사진들로 구성하였다. 

제시된 사진은 모두 화염 이미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

한 CNN 모델 및 딥러닝 기반의 객체검출 알고리즘인 Faster 

R-CNN (Region based CNN)과 Single shot multibox detector 

(SSD)를 이용하여 추론한 결과를 경계상자로 표시하여 나

타낸 것이다. Figure 7의 좌측부터 (a)는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방법을 통해 검출한 결과로 붉은색 경계상자 부분이 최

종 화염으로 추론한 결과이다. 그리고 (b)는 Faster R-CNN, 

(c)는 SSD를 이용한 검출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초록색 

경계상자가 화염, 하늘색 경계상자가 비화염으로 분류한 

결과를 시각화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의 경우 화염이 차지하는 객체

의 크기가 작아도 대부분 검출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Faster 

R-CNN의 경우도 대부분의 화염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

였지만 일부의 경우는 화염이 아닌 객체로 잘못 판단하기

도 하였다. SSD의 경우에는 Faster R-CNN보다 연산시간이 

더 적게 소요되었지만 사진 내에서 객체의 크기가 작은 경

우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테스트 이미지는 화재 및 비화재 사진 각각 100장을 이

용하여 화염 검출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확도 평가를 위해 다음의 식을 통해 검출 결과를 평가하

였다(11).

(a) Accuracy curve

(b) Loss curve

Figure 6. Learning results accuracy and loss curve.

(a) Our proposed    (b) Faster R-CNN     (c) SSD

Figure 7. Flame detection results comparing differen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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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positive (TP)는 화염을 올바르게 검출한 경우에 해

당되고, False negative (FN)은 화염 이미지로부터 검출을 

못한 경우, True negative (TN)은 화염이 아닌 객체에 대해

서 화염이 아닌 것으로 올바르게 검출한 경우, 마지막으로 

False positive (FP)는 화염이 아닌 객체에 대해 

화염으로 잘못 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식 (8)은 정확도

(Accuracy)에 해당되는 식으로 화염과 비화염을 옳게 분류

한 경우에 전체 경우를 나눈 결과 값이다. 식 (9)는 정밀도

(Precision)에 대한 계산식으로 옳게 검출 한 횟수 TP에 FP 

까지 더해서 나눈 식이다. 하지만 객체검출이나 이미지분

류 모델에서는 정확도와 정밀도만 두고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식 (9)의 정밀도와 

식 (10)의 검출율(Recall)을 이용하여, 성능율 F1_스코어를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정확도는 97.5%, 정밀도는 97.0%, F1_스코어

는 97.5%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Table 2를 통해 Faster 

R-CNN 및 SSD와 비교하여 나타내었고, 비교된 객체검출 

모델들은 동일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이 되었고, 

동일한 테스트 이미지를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Figure 8은 세 가지 객체검출모델의 구체적인 정확도 비

교를 위한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커브와 

Precision recall (PR) 커브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커브 

모두 이진 라벨 분류에서 분류 정확도를 명확하게 시각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ROC 커브는 True positive rate (TPR)과 False positive rate 

(FPR) 두 가지 매개변수를 통해 표현되고, 임계값 기준을 

변화시키며 ROC곡선을 나타낸다. 이때 분류임계값을 낮추

면 일반적인 분류모델에서는 양성으로 분류되는 TPR과 

FPR이 같이 증가하게 되므로 그래프상에서 TPR이 높으면

서 FPR이 낮은 커브일수록 분류가 잘되는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 PR 커브도 마찬가지로 임계값의 변화에 의한 분

류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Precision과 Tecall 값

이 모두 높을수록 좋은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12,13).

비교적 최근의 딥러닝기반의 객체검출 알고리즘인 Faster 

R-CNN과 SSD 모델 모두 정확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Faster R-CNN의 경우 본 연구 환경에서 장 당 약 

1.2 s 소요되었으며, SSD의 경우는 0.32 s 정도로 속응성 측

면에서는 SSD가 우수하나 이미지 내에서 작은 객체에 대해

서는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Faster R-CNN의 

경우 일정 크기 및 종횡비를 갖는 Anchor box를 전체 이미

지영역에 대해 탐색하는 방식으로 객체가 존재할 후보영역

을 추출하고, SSD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사전에 설정된 

크기를 갖는 검출기를 이동시키며 객체 후보를 추출하므

로, 설정된 검출기보다 작은 경우 객체를 검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화염검출 모델의 경우는 관

심영역을 탐색하는 계층에서의 지연시간이 적어 최종 

Model name Accuracy Precision F1-Score

Our proposed 97.5% 97.0% 97.5%

Faster R-CNN 88.7% 89.4% 97.0%

SSD 79.1% 77.8% 95.0%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for Object Detection Algorithms 
with the Same Dataset

(a) Comparison of PR curves

(b) Comparison of ROC curves

Figure 8. ROC and PR curv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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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을 이용한 추론까지 장 당 평균 0.38 s 정도가 소요되

었고, 이미지 내에서 객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화염으로 추

측되는 객체들은 모두 관심영역으로 추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의 경우 속응성은 다른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정확도 및 검출율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향상되었고, 이는 화염일 가능성이 큰 

특징 검출을 통해 사전에 화염이 아닌 객체들이 필터링되

어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다른 모델보다 FP의 비중이 낮으

면서 TP의 비율이 높아 정밀도와 검출율이 모두 향상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화염검출에 용이한 이미지 전처리방법

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추출된 관심영역에 대하여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통한 추론을 진행하였다. 최근 연구되는 객

체검출 기법들의 경우 전체 이미지 영역으로부터 객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탐색하기 위해 일정 크기 및 

비율을 갖는 검출기를 이동시키면서 발생하는 큰 연산과 

객체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 검출하지 못하는 문

제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처리방법을 이용

할 경우 화염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도 검출이 가능한 장점

이 있었다. 또한 이미지 전처리 기법의 경우 알고리즘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화염 검출에 용이하도록 설계하여 높은 

검출율과 정확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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