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화재는 현대 사회에서 광범위한 재산 손실과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매우 치명적인 재난사고 중 하나이다. 소방청에서 

발간한 2019년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

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연평균 화재 건수는 42,652건으로 

집계되었고, 이에 따른 연평균 인명 피해는 2,176명(사망 

302명, 부상 1,874명), 재산피해는 443,137백만 원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10년 동안 발생한 화재 중 49%에 해당하는 

208,947건이 부주의에 의한 발화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Fire Agency, 2020).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미루어봤을 때, 화재는 조기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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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ral researchers have been drawn to the development of fire detector in recent years, to protect people and property from the

catastrophic disaster of fire. However, studies related to fire monitoring are affected by some unique characteristics of fire sensor

signals, such as time dependence and the complexity of the signal pattern based on the variety of fire types,. In this study, a new

deep learning-based approach that accurately classifies various types of fire situations in real-time using data obtained from multidimensional

channel fire sensor signals was proposed.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tacked-LSTM model that considers the

time-series characteristics of sensor data and the complexity of multidimensional channel sensing data to develop a new fire monitoring

framework for fire identification based on improving existing fire de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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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몇 년 동안 화재 감지기의 개발은 화재라는 치명적인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시간적 의존성, 화재 유형의 다양성에 따른 신호 패턴의 복잡성과 같은 화재 센서 신호의 몇 가지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화재 모니터링 관련 연구는 난항을 겪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채널의 화재 센서 신호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화재 상황을 실시간 수준에서 정확하게 분류하는 딥러닝 기반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기여는 센서 데이터의 시계열적 특성과 다차원 채널 센싱 데이터의 복잡성을 고려한 stacked LSTM 모델을 개발하여 

기반의 화재 식별을 위한 새로운 화재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기존 화재 감지기를 개선하는 것이다.

핵심용어 :화재 재난, 다차원 센서 신호, 실시간 화재 감지, 딥러닝, Stacked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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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모니터링이 적시에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난임에 분명하다(Park and Ko, 2020). 그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와 사상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Lin et al., 2019).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를 조기에 감지

할 수 있는 몇몇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진행되어왔

고 실제로 개발에 성공하여 상용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

한 알고리즘은 실시간 감지를 위해 센서의 민감도를 높여놨

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상 대피를 유발할 수 있는 오경보 

역시 증가시켰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경보는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항공기

에서 오경보가 발생하면 $30,000에서 $50,000 사이의 비용

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hen et al., 

2007). 결국, 화재감지는 실시간성을 확보하면서도 충분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해야 한다.

화재 사고를 감지하기 위한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시스템

에 내장된 센서가 어떤 데이터를 측정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나타나는 화염과 연기를 카메라를 통해 감지하는 비디오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화재 시 발생하는 주요 화학물질이

나 가스, 먼지 농도 등을 감지하는 화학 센서 기반의 시스템이

다(Fonollosa et al., 2018; Guar et al., 2019).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최근 영상 기반의 

화재감지 연구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화학 센서 

기반의 화재감지는 다양한 장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현재 상용화된 형태의 화재감지 센서 시스템 

이상의 연구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화학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 

모델을 통해 화재감지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화학 센서 시스템 기반 화재감지 연구검토

2.1 화학 센서 시스템 기반 화재감지의 장단점

영상 기반의 화재감지의 경우, 산불과 같이 넓은 공간에서

의 화재가 발생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 후 일정 단계 이후의 화염과 연기가 포착되는 

것이므로 조기 화재 탐지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Guar 

et al., 2019).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화학 센서 기반의 

화재감지로, 영상 기반의 화재감지 기술로는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초기 단계의 화재 생성 물질, 이를테면 일산화탄소

(CO), 연기(먼지) 입자, 산소(O2) 농도의 변화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Milke et al., 2003; 

Cestari et al., 2005; Chen et al., 2007; Muduli et al., 2019). 

또한, 설치가 간편하고 장비 비용이 저렴하며 실시간으로 

화재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화학 센서 기반의 

화재감지 시스템은 항공, 해군, 광업, 실내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Gottuk et al., 2002; 

Cestari et al., 2005; Elmas and Sönmez, 2011; Fonollosa 

et al., 2018).

초기에 화학 센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화재 

감지기는 주로 단일한 파라미터(parameter)만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현재 상용화된 제품들 역시 일산화탄소

나 광학 센서를 통해 연기를 감지하는 등 단일 변수 센싱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Sivathanu and Tseng, 1997; Adib 

et al., 2017; Li et al., 2019). 그러나 이러한 단일 파라미터 

감지 방식의 센서 시스템은 작동 방식의 단순성으로 인해 

오작동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오감지율(false 

alarm rate)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

되어왔다(Rütimann, 2014; Park and Nam, 2020). 이에 따라 

단일 파라미터 센싱 방식이 아닌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센서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멀티센서를 활용하거나, 센서 네트워크

(sensor network)를 구성하는 등의 다중센서 기반의 화재감

지 방법 연구개발이 수행되기도 했다(Gottuk et al., 2002; Cestari 

et al., 2005; Elmas and Sönmez, 2011; Kim et al., 2011; 

Fonollosa et al., 2018).

화학 센서 기반의 화재 감지기는 활용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 현재도 널리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정확한 화재

감지 및 판단을 위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

다. 특히, 센서의 화학물질 감지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화재 종류의 복잡성에 있다. 화재는 발화 물질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Bukowski et al. (2008)에 

따르면 화학 센서 기반의 화재 감지기가 분류해야 할 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화염과 함께 타오르는 불(flaming), 

그을음과 다량의 연기를 내며 타는 불(smoldering), 가열 

및 조리 시에 필요한 불(heating or cooking)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염과 함께 타오르는 불은 눈에 보이는 

고온의 불꽃을 일으켜 특정 순간에 온도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반면 그을음과 다량의 연기를 내며 타는 불과 

가열 및 조리 시에 필요한 불은 화염과 함께 타오르는 불에 

비해 열을 비교적 덜 발생시켜 온도 상승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세 종류의 불이 발생시키는 

연소 물질, 열분해 물질, 미세 입자는 전반적으로는 유사하나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결국, 불이 나는 상황은 발화 

원인이 되는 물질에 따라 발생하는 연소 물질, 열분해 물질, 

미세 입자 등이 다르며, 화학 센서의 반응이나 민감성을 

미세 조정하기가 쉽지 않음으로 인해 화재감지의 복잡성은 

증가하게 된다.

2.2 화학 센서 시스템 기반 화재감지 및 판단 

알고리즘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발생 

상황의 판단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수준의 화재감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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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위한 알고리즘이 요구된다(Kim et al., 2011).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중 센서 정보의 임계값

(thresholding value) 기반의 화재감지 알고리즘이다(Gottuk 

et al., 2002; Cestari et al., 2005; Chen et al., 2007). 이러한 

임계값 기반의 알고리즘은 특정 연소 물질이나 화재 상황에 

대한 지표값이 사전에 정의된 센서의 임계값을 초과하면 

화재가 감지되는 간단한 방식으로 작동된다. 화재 상황 및 

공학적 지식만 구축되어 있다면 구현 자체는 매우 간단하나, 

주요 단점으로는 장기간의 센서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최근 센서 측정만 활용한다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신호에 변동이나 노이즈(noise)가 있을 때 높은 오경

보율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모든 화재 시나리오에 

대해 사전 정의된 센서 임계값 정보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다양한 유형의 화재를 감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긴 기간의 과거 센서 데이터 

측정을 고려하여 화재 모니터링을 위한 다 변량 통계 처리 

접근 방식이 제안되기도 했다(McAvoy et al., 1996; Jiji et 

al., 2003; Cestari et al., 2005). 하지만 이러한 다변량 통계 

접근 방법 역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차원 축소 문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문제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그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왔다(Croux and Ruiz-Gazen, 2005; 

Ferraty and Vieu, 2006; Kim et al., 2011).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의 발

전과 함께 최근에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을 이용한 화학 센서 기반 화재감지 및 판단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Kim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Locally-weighted learning

의 일환으로 LWPR (Locally-weighted projection regression)

을 사용하여 다중 센서가 감지하는 온도, 이산화탄소, 연기 

변화량에 대한 탐지 정확도를 보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Wang et al. (2013)은 화재 모니터링에 확률적 신경망

(Probablistic Neural Network, PNN), 방사형 기저함수(Radial 

Basis Function, RBF), 그리고 역전파(Back Propagation, BP)

를 활용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Zheng et al. (2015)의 연구에

서는 화재감지 분류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퍼지 RBF 신경망

(Fuzzy RBFNN)을 사용하였다. Beak et al. (2021)의 연구에

서는 다중 채널 화재 센서 신호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

여 다양한 유형의 화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머신러닝 

및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화재감지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활용한 알고

리즘은 Support vector machine-dynamic time warping kernel 

function (SVM-DTWK)이며, 화재를 식별하는 새로운 화재 

모니터링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개발하여 기존 화재 감

지기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연구되어온 화재감지 및 판단을 위한 알고

리즘이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발전한 시계

열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를 

적용했을 경우, 화재감지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개선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계열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한 

화재 상황 분류모델을 구축하고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신뢰

할 수 있는 화재감지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다차원 센서 데이터 기반 

화재 상황 분류 딥러닝 모델

3.1 화재 상황 모사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딥러닝 기반의 화재 

상황 분류를 통해 실효성과 신뢰성 있는 화재감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 Bukowski et al. (2008)

의 연구에서 언급된 화염과 함께 타오르는 불, 그을음 및 

연기를 내며 타는 불, 가열 및 조리를 위한 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화재 상황을 

분류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화재 상황은 다소 추상적인 

분류로 딥러닝 지도학습의 정답지에 해당하는 레이블(label)

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분류기준 

마련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의 분류기준인 NFPA 10 (Table 1)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발화 원인 물질에 따라 화재진압 방법이

나 소화기 종류에 차이가 있어 화재 등급을 따로 두어 관리하는

데, 국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의 조기 감지가 가능한 딥러닝 모델 

구축이 목적이므로, 인화성이나 폭발성 화재 상황은 화재감

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NFPA 화재 분류기준 중 

특수한 화재 상황에 해당하는 B, C, D를 제외한 A와 K급 

상황을 화재감지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각 화재 등급에 

해당하는 동시에 Bukowski et al. (2008)의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화재 상황과도 연관시킬 수 있는 화재 모사 상황 

대상물을 선택하여 화재실험을 Table 2와 같이 설계하였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화재감지 알고리즘을 구축할 때 알고리즘의 실용적 

측면과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을 화재실험 대상으로 삼아 화염을 동반한 

화재 상황(flaming)으로 레이블링하고, 화재 감지기가 화재 

상황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은 방해 상황(nuisance)과 단순 

가열 상황(heating)으로 설정했으며, 대조군으로 평소 상온 

상태의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를 보통 상태(normal)로 레이블

링하였다.

화재 상황 구현은 열 방출률 시험이 가능한 중형 화재 

평가 장비인 룸코너 테스터(room corner tester)(부산테크노

파크 첨단융복합소재센터 소재)에서 수행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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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종(온도, 습도, O2, CO2, CO, 먼지(PM10, 2.5, 1.0), 

연기(Red, Green, IR))의 파라미터를 센싱 할 수 있는 다차원 

통합 센서 보드(sensor board)를 일체형으로 자체 제작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센서별 자세한 제품규격은 Table 3에 

명시하였다.

화재 상황 모사 실험을 시작하기 전 정상상태의 데이터를 

1분 수집한 후, 특정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가열하여 화재 

상황을 모사한 데이터를 10분 수집하였다. 센서의 데이터 

수집 주기는 1초이고, 1초마다 11개의 파라미터 값이 동시에 

센싱 데이터로 저장된다. 동일한 상황을 4~7회 반복하여 실행

하였다. 데이터 수집 방법과 관련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3.2 화재 상황 분류 딥러닝 모델 구축을 위한 피처 

엔지니어링(Feature engineering)

3.2.1 화재감지 센싱 데이터 스케일링(scaling)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기 전, 입력 단계에서의 데이터 크기

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학습 과정에서 특정한 

특징(feature)만이 강하게 학습되고, 나머지 특징들의 효과

는 0으로 수렴하여 학습의 의미가 없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특징이 수치로 표현되어 있을 때, 상대적인 크기 

차이를 제거해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를 데이

터 스케일링(data scaling)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Python)의 Scikit-learn 라이브러리

에서 제공하는 스케일러 패키지 4종(Standard scaler, MinMax 

scaler, Robust scaler, MaxAbs sclaer)을 센싱 데이터에 직접 

적용하여 모델 훈련에 이용한 후, 최적의 스케일러를 학습 

Class Pictogram Materials Examples

A Ordinary combustible materials wood, paper, cloth, rubber, and many plastics

B Flammable liquids and gases
gasoline, tars, petroleum gases, oils, solvents, 

alcohols, propane, and butane

C Energized electrical equipment
computers, severs, motors, transfomers, 

and appliances

D Combustible metals
magnesium, titanium, zirconium, sodiunm, 

lithium, and potassium

K Cooking oils and greases animal and vegetable fats/oils

Table 1. Fire Classifications of NFPA

NFPA 

class

Fire situcation classification

(Bukowski et al., 2008)
Burning material Label

A Flaming wood, paper, tissue, cotton, rubber, sponge, plastic, resin Flaming

K Flaming animal and vegetable fats/oils Flaming

- Smoldering paper (smoldering), food (burning) Nuisance

- Heating (Cooking) food (cooking), gas burner, water (boiling) Heating

- - candle, cigarette, mosquito repellent Nuisance

- Normal - Normal

Table 2. Fire Simulation Experiment Design

Fig. 1. Room Corner Tester for Fi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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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type Product name Specification

Temperature/Humidity
HDC1080

(Texas Instruments)

• Error

 - Temperature: ±0.2 ℃

 - Humidity: ±2%

• Resolution: 14bit

• Range

 - Temperature: -40~125 ℃

 - Humidity: 0%~100%

CO
ZE07-CO

(WINSEN)

• Range: 0~500 ppm

• Resolution: 0.1 ppm

• Warm-up time: under 3 min

• Response time: under 60 sec

CO2

MH-Z19B

(WINSEN)

• Range: 0~5,000 ppm

• Accuracy: ±50 ppm

• Warm-up time: under 3 min

• Response time: under 120 sec

O2

ZE03-O2

(WINSEN)

• Range: 0~25% (Error: ±3.5%)

• Unit: 0.1%

• Response time: under 15 sec

Dust
PMS7003

(PLANTOWER)

• Range: 0~500 ㎍/m3

• Resolution: 1 ㎍/m3

• Efficiency: more than 50%@0.3 ㎛, 98%@0.5 ㎛

• Response time: under 60 sec

• Indivisual response time: under 1 sec

Smoke
MAX30105

(Maxim Intergrated)

• Range: 65,536 counts

• Sampling: 50 units/sec

• Current controlled by each LED: 6.4 mA

• Wavelength by LED: 880 nm (IR), 660 nm (RED), 537 nm (GREEN)

Table 3. Product Specification of Sensors for Fire Simulation Experiment

Burned material Label Simulation time (sec) Records

- Normal 600 14

Wood Flaming 600 4

Paper Flaming 600 4

Tissue Flaming 600 5

Cotton Flaming 600 4

Rubber Flaming 600 7

Sponge Flaming 600 6

Plastic Flaming 600 7

Resin Flaming 600 7

Fats/Oils Flaming 600 5

Food (cooking) Heating 600 7

Gas burner Heating 600 7

Water (boiling) Heating 600 7

Candle Nuisance 600 4

Cigarette Nuisance 600 5

Mosquito repellent Nuisance 600 4

Paper (smoldering) Nuisance 600 5

Food (burning) Nuisance 600 4

Table 4. Experiment Design of Fir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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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모듈레이션(modulation)하였다. 각 스케일러를 데이

터에 적용했을 때, 데이터 값의 변화나 모델의 성능 차이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MinMax scaler를 활용하였다.

3.2.2 화재감지 센싱 데이터 기반 LSTM 분류모델 구축

본 연구에서 수집한 화재감지 센싱 데이터는 시간 순서에 

의해 수집되는 데이터로, 화재 모사 상황을 분류하는 모델 

구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인 데이터 학습에 유효한 

Long Short Term Memory (LSTM) 네트워크 모델을 활용하

였다. LSTM은 기본적인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모델의 장기기억 의존성(long-term dependencies)이라는 단점

을 개선한 모델로 현재도 널리 사용되는 모델이다(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

화재감지 센싱 데이터를 LSTM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학습 화재 상황을 판단하는 데이터의 

시간 범위, 즉 시계열 윈도우(time-series window)의 크기와 

윈도우를 움직이는 슬라이드(slide)의 크기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계열 윈도우의 크기는 화재 상황을 분류에 필요

한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며, 슬라이드는 화재 상황을 분류하

는 빈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Fig. 2).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윈도우의 크기는 10, 슬라이드의 크기는 1로 채택하여 데이

터셋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셔플링(shuffling) 한 후에 70%는 

학습 데이터, 30%는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하였고, 다시 

70%의 학습 데이터 중 20%를 검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실제 화재 상황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순환신경망을 여러 

겹 쌓아 올려 층이 하나인 순환신경망에 비해 더 깊은 추론이 

가능한 형태인 stacked LSTM 구조로 구축하였다(Fig. 3).

총 3층의 LSTM 레이어를 쌓아 올렸고, 각 LSTM 레이어 

사이에는 30%의 히든 네트워크의 연결을 끊는 Dropout 

레이어를 배치하여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였고, 그레

디언트 배니싱(gradient vanishing)이나 익스플로딩(gradient 

exploding)을 막기 위해 배치 정규화(batch normalization) 

레이어를 배치하였다. 마지막 레이어인 덴스(dense) 레이어

에서는 소프트맥스(softmax) 활성 함수를 통해 10초 동안의 

11개 피처의 센싱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네 개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으로 변환되고, 가장 높은 확률값의 인덱스

(index)를 반환하는 argmax 함수를 통해 하나의 클래스 값을 

반환하게 된다.

4. 화재 상황 분류 딥러닝 모델 

성능 평가 및 검증

4.1 LSTM 모델 화재 상황 분류성능 평가

4.1.1 LSTM 모델 학습 손실(loss) 및 정확도(accuracy)

앞서 구축한 stacked LSTM 모델 기반으로 배치 크기(batch 

size)는 32, 30 에폭(epoch)을 학습시켰을 때, Fig. 4에 나타난 

것처럼 훈련 손실과 검증 손실 모두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훈련 손실 값은 최종적으로 

0.0282, 검증 손실 값은 0.0212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최종 훈련 정확도는 99.26%, 검증 정확도는 99.54%로 나타

나 과적합 없이 모델의 학습성능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LSTM Classification Model 

Based on Fire Simulation Sensor Data

Fig. 3. The Structure of LSTM Model for the Classification of 

Fire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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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평가 모델 및 지표를 통한 LSTM 모델 화재 상황 

분류성능 검증

LSTM의 분류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혼동행렬(confusion 

matrix)을 구현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혼동행렬의 

결과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4개의 클래스를 거의 오차 

없이 분류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값을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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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 True Positive which indicates the number of positive examples 

classified accurately

• TN: True Negative which shows the number of negative examples 

classified accurately

• FP: False Positive value, i.e., the number of actual negative 

examples classified as positive

• FN: False Negative value which is the number of actual positive 

examples classified as negative

정확도(accuracy)의 경우 모델이 얼마나 각 클래스를 잘 

분류해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표 정도의 의미가 있다. 

정밀도(precision)는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가 실제 클래스와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의미하는 지표로, 모델의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재현율(recall)은 모델이 클래스를 

얼마나 실제 클래스와 일치하게 분류했는지를 나타내며, 

모델의 실용성과 관련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정밀도와 

재현율을 동시에 고려한 평가 지표가 F1 점수로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으로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STM 

모델 학습 결과로 얻은 위의 분류성능 지표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한 분류성능 평가 지표 중, 재현율은 실제의 

(a) Loss of LSTM model for fire situation classification (b) Accuracy of LSTM model for fire situation classification

Fig. 4. Loss and Accuracy of LSTM Model for Fire Situation Classification

Fig. 5. Confusion Matrix of Each Class of Fire Situation in LSTM Model



10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21권 3호 2021년 6월

클래스를 올바르게 분류한 비율로, 민감도(sensitivity) 혹은 

참 양성비율(True Positive Rate, TPR)라고도 불린다. 추가로 

실제 해당 클래스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옳게 분류한 비율을 

특이도(specificity)라고 하며, 1에서 특이도를 뺀 값은 거짓 

양성비율(False Positive Rate, FPR), 혹은 폴-아웃(Fall-out)

이라고 한다.

 
  


(5)

     
  


(6)

참 양성비율을 y 좌표 거짓 양성비율을 x 좌표에 위치시켜 

분류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곡선을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이라 하며, ROC 곡선의 아래 면적

인 Area under curve (AUC)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류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ROC-AUC를 이용

한 분류성능 평가는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 모델에

서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 구축한 LSTM 기반의 화재 상황 

분류모델은 클래스가 총 4개이므로, 4개의 클래스 각각에 

대해서 ROC 곡선을 도출한 후, AUC 값을 계산하였다.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분류성능 지표와 일관성 

있게 각 클래스에 대한 AUC 값은 1.00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서 구축한 LSTM 기반의 화재 상황 분류모델은 분류성능이 

매우 우수한 분류모델임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었다.

4.2 LSTM 모델 화재 상황 실시간 분류성능 평가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구축한 딥러닝 기반의 

화재 상황 분류기가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

하게 분류해내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축한 LSTM 모델 가중치(weight)를 바탕으로 10초

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클래스를 반환하는 형태로 모델을 

재구축하였다. 즉, 실시간 화재 상황 분류모델은 센서가 

10초 동안 11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는 

순간부터 1초마다 현재 상태에 대하여 정상(normal), 화재

(flaming), 가열(heating), 방해(nuisance) 상황 중 하나의 클래

스를 반환하게 된다. 실제로, 난방기가 작동하거나 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어 실내 온도가 28 ℃ 이상 올라가자 

실시간 모델이 ‘가열 상태’로 1초마다 판단하는 것을 Fig. 

7(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7(b)는 실시간 모델을 

대시보드(dashboard) 형태로 시각화시킨 것이다. 11개의 파

라미터 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네 가지 클래스에 대해 

모델이 얼마의 확률값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내었다.

실제 실시간 분류성능은 별도의 테스트 환경에서 새로운 

실험을 구성하여, Beak et al. (2021)의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를 본 연구의 모델에 맞게 변형한 Eq. (7)과 Eq. (8)을 

사용함으로써 평가하였다.

  ∣ ∣  (7)

 
 


  

  

 ≠
×  (8)

• TFST: True fire-starting time in each experiment

• EFST: Estimated fire-starting time predicted by the model

• FSTA: Fire-starting time accuracy, which is the absolute 

difference between the TFST and the EFST

• FAR: False-positive alarms rate raised by the model

• I(·): the indicator function

• (t): the actual class of the observation at time t

•
(t): the predicted class by the LSTM model at time t

각 지표값에 대해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표인 

화재 시작 시각 정확도(Fire-starting time accuracy, FSTA)는 

Class Precision Recall F1-score

Normal 1.00 1.00 1.00

Flaming 1.00 0.99 0.99

Heating 1.00 0.98 0.99

Nuisance 0.98 1.00 0.99

Accuracy 0.99

Table 5. Results of Classification Performance Indices of LSTM

Model for Fire Situation Classification

Fig. 6. ROC Curves and AUC Scores of Each Class of Fire 

Situation in LST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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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화재 상황 모사실험을 시작한 시각인 실제 화재 시작 

시각(True fire-starting time, TFST)과 모델에 의해 예측된 

추정 화재 발생 시각(Estimated fire-starting time, EFST)의 

차이에 절댓값을 취한 값으로 계산하며,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델은 10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간 지연(time lag)이 

발생하므로 10을 추가로 빼주었다. 이 값은 작을수록 모델의 

실시간 분류성능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지표이다.

두 번째 지표는 화재실험이 시작하기 전까지 모델은 계속

해서 현재 상황을 기본상태인 ‘정상’ 상태로 인식하고 있어

야 하며, 다른 상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즉, 실제로 정상상

태에서 정상을 제외한 하나의 클래스를 반환하는 오탐(false 

alarm)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를 축적하는 10초부터 

화재 상황 모사실험 데이터로만 온전히 판단을 내리기 직전

의 TFST+9초까지 모델은 지속해서 ‘normal’ 값만을 반환해

야 한다. 결국, 위양성탐지율(False-positive alarms rate, FAR)

은 이 TFST1초의 시간 동안 LSTM 모델이 ‘정상’ 이외의 

클래스를 반환한 비율을 의미하며 값이 작을수록 실시간 

분류성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시간 분류성능 테스트를 위한 실험 설계와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실험 시 화재를 발생시키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EFST는 차이를 보이나, 평균값을 통해 확인해 보면 

가열 클래스를 가장 빠르게 감지하고, 뒤이어 화재, 방해 

순으로 빠르게 감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FSTA 값은 

화재에서는 54.28, 가열에서는 35.13, 방해 상황에서는 84.22

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Beak et al. (2021)의 연구에서는 머신

러닝 기반의 독자적인 실시간 화재감지 모델인 SVM-DTWK

를 통해 화재, 가열, 방해 상황 통틀어 평균 FSTA 값이 

251.30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임계값 센서 방식이

나 확률적 신경망 방식으로부터 얻은 FSTA 값보다도 훨씬 

개선된 값이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를 비추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실시간 화재감지 모델 성능 지표로서 제시한 

FSTA 값은 최신 연구 성과보다 뛰어난 성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조건에서 FAR 값은 0.00(%)을 나타내 정상상태에 

대한 실시간 분류성능 역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 

모사실험 시 실제 기체나 연기 등이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시간과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잠재된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모델이 화재 상황을 

최초로 감지하여 분류하는 시간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추정해볼 수 있다.

Class Burned material # TFST (sec) EFST (sec) FSTA (sec) FAR (%)

Flaming

Paper

1 300 339 29 0.00

2 300 342 32 0.00

3 300 340 30 0.00

4 250 297 37 0.00

5 350 392 28 0.00

Cotton

1 300 365 55 0.00

2 300 359 49 0.00

3 300 362 52 0.00

4 250 309 49 0.00

5 350 411 51 0.00

Table 6. Experiment Design of Real-Time Fire Situation Classification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a) Real-time data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fire situation (b) Dashboard for real-time fire situation classification model

Fig. 7. Real-Time Fire Situation Classifi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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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Burned material # TFST (sec) EFST (sec) FSTA (sec) FAR (%)

Flaming

Sponge

1 300 370 60 0.00

2 300 362 52 0.00

3 300 363 53 0.00

4 250 313 53 0.00

5 350 417 47 0.00

Plastic

1 300 376 66 0.00

2 300 375 65 0.00

3 300 379 69 0.00

4 250 328 68 0.00

5 350 427 67 0.00

Wood

1 300 385 75 0.00

2 300 382 72 0.00

3 300 378 68 0.00

4 250 323 63 0.00

5 350 427 67 0.00

Average 54.28 0.00

Heating

Gas burner

1 300 345 35 0.00

2 300 339 29 0.00

3 300 344 34 0.00

4 250 292 32 0.00

5 350 391 31 0.00

Water

(boiling)

1 300 351 41 0.00

2 300 349 39 0.00

3 300 347 37 0.00

4 250 299 39 0.00

5 350 391 31 0.00

Food

(cooking)

1 300 348 38 0.00

2 300 352 42 0.00

3 300 344 34 0.00

4 250 291 31 0.00

5 350 394 34 0.00

Average 35.13 0.00

Nuisance

Cigarette

1 300 398 88 0.00

2 300 401 91 0.00

3 300 397 87 0.00

4 250 354 94 0.00

5 350 437 77 0.00

Mosquito 

repellent

1 300 382 72 0.00

2 300 391 81 0.00

3 300 399 89 0.00

4 250 339 79 0.00

5 350 433 73 0.00

Average 84.22 0.00

Tabl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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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화재는 가장 치명적인 인명 재해 중 하나이며 인명 및 

재산 손실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화재감지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현대 사회가 날마다 개선해 

나가야 하는 숙제이며 오늘날에도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힘쓰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화재 유형 상황에서 수집된 화재 센서 신호에 존재하

는 다양한 신호 패턴 및 시간 의존성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포착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다. 또한, 그러한 

특성을 포착해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하거나 분류하

는 것은 더더욱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

명 시대, 가장 화두가 되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정상, 

화재, 가열, 방해 상황을 높은 수준의 성능으로 분류해내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는 최근 연구의 딥러닝 기반 화재감지 

연구가 다소 화재 영상분석으로 치우쳐 가는 가운데, 본 

연구는 센서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딥러닝 모델을 구성하였

고, LSTM 모델을 통해 시간 역학적인 변수를 고려하였고, 

다중 채널 센서 신호 간의 상호작용을 LSTM 레이어 내 

멀티 레이어를 쌓는 형식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

인 모델을 구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hyper- parameter 

tuning)을 통한 모델 고도화나 피처 엔지니어링(feature 

engineering)을 통한 피처 전시회(feature selection) 등의 과정

은 생략한 채, 가장 초기화된 형태의 모델 성능만을 평가했으

므로, 향후 고도화된 형태의 화재 분류모델 성능 역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류모델을 구축하였으나 현재 센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이 실제 화재감지에는 

실용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연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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