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Hazard Mitig.

Vol. 16, No. 6 (Dec. 2016), pp.267~273

http://dx.doi.org/10.9798/KOSHAM.2016.16.6.267

ISSN 1738-2424(Print)

ISSN 2287-6723(Online)

www.kosham.or.kr

소방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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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kinds of special equipment is developed to active trial for disaster environmental. But there are no test methods of testing

and grading for the equipment. This is the time that required standardized evaluation method that can be utilized in a real environment.

In order to derive a standardized evaluation methods require primary grading process. Grading process is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bsence to the case where existing of standardized criteria. Grading criterion is utilized as a basis for a database that include

the environment of disaster. Existing grade is re-evaluated by proceeds to build a database. Standardized evaluation method and

the grading process presents the criteria for use of the purchase of efficient equipment for consumers. Further, the developer, the

methods present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presents an optimized environment for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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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재난 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특수 장비가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장비를 평가하고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평가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환경에서 활용가능 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등급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준화된 평가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1차 등급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등급화 프로세스는

표준화된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각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어진 등급화 기준은

재난환경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재등급화가 진행된다. 표준화된 평가방법

과 이를 통한 등급화 과정은 수요자로 하여금 효율적 장비구매와 활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개발자에게는 개발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 환경에 대한 최적화된 환경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확대와기술수준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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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거시적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못한 자연 재해의 

증가와 산업 및 도시의 발달에 따른 인위적 재난 상황의 

발생의 급증에 따른 문제해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발생은 사회의 형태에 따라 그 유형이 

크게 구분되는데, 국내의 경우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의 도시형 재난의 유형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Kim, 

2003). 이러한 도시형 재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구분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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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490 × 700 × 150

weight 32kg

maximum running speed 1.6m/sec

turning diam pivot turn

payload 20kg

battery lithium-ion

sensors PTZ camera

Table 1. Specification of Disaster Robot “Quince” (Chiba Institute

of Technology, 2011).

1) 매우 좁은 공간에서 발생함. 

2) 인명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인명피해를 크게 

동반함. 

3) 화재가 대부분 동반됨. 

4) 반복적으로 학습이 어려우며,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른 형태의 재난으로 평가 할 수 있음.

이러한 요소로 인해 도시형 재난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 빠르게 현장에서 대응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진다.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 직접적인 인명구조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우 특수 

장비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수 장비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체감지수의 차가 커서 그 활용이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 현장 성능을 반영한 

표준화된 평가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등급지수의 필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도시형 재난 중 화재 환경에서 활용가능 한 특수 장비는 

그 정의에 따라서 그 범주가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지만, 

현재 표준화된 방안이 필요한 장비는 로봇등과 같이 자체 

이동이 가능하거나 사용자가 그 공간에서 떨어져서 간접적

으로 상황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들이 그 범주로 

한정된다. 즉, 실제 환경에 적용되었을 때 사용자가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없으며 다양한 장애요인을 자체적인 기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장비들로 구분한다.

2. 표준화된 평가 방식의 필요성

Table 1은 Chib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개발한 재난

대응용 로봇의 자체적인 성능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단위 모듈 단계에서의 성능수준으로, 

이렇게 제시된 지표가 실제 재난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어 주지 못한다. 실제 재난환경에서 사용 

되었을 때 각 환경에 대응가능한 장비의 성능은 각 개발사에

서 자체적인 방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지만, 주관적인 접근의 

한계에 따라 서로 비교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각 제조사가 어떠한 환경을 가정하고 로봇을 설계하였는지

에 대한 기준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그 활용성을 

초기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표준화된 평가방식은 앞서 언급된 사용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산업에서의 접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장비의 

개발과정에서 개발 목표치를 설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

라 기존 장비들의 시장 진입에 기준점이 되어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방식이 확장되어 표준화된 평가법을 통해 

등급화가 진행된다면, 소비자는 필요에 적합한 장비의 수요

가 가능하게 되며, 개발자는 다양한 환경에 특화된 제품군의 

개발 방향을 설계하는 데까지 활용가능하다.

로봇과 같은 특수 장비들의 표준화는 매우 간단한 기능을 

하는 로봇에서 부터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플랜트에서 활용

하고 있는 로봇팔 등은 동작과 작동에 대한 통신 신호, 전기규

격, 입출력 방식 등의 표준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로봇들

의 경우에는 대상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장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비교가 필요 없다. 반면 최근 그 시장이 확대되어온 

자동 청소기 등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술과 다양한 디자인이 제안되어 왔으며, 각 제품의 

기본적인 성능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가 진행되

어 왔다. KOROS1)는 이러한 표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로봇의 최소한의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는 

표준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준화된 평가의 가장 우선시 되는 항목은 평가의 대표성

이다. 평가의 대표성은 실제 평가의 실효성을 의미하기 때문

에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다. 가령 코팅소재의 표면경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연필경도2), 혹은 진자 경도3) 

방법이 제안되어왔다. 이 방식은 도막의 딱딱함을 매우 직관

적으로 설명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도라는 단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설명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실효성 높은 방식으

로 제안되어 왔으며, 현재 가장 대표적인 평가 법으로 활용되

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성 코팅소재가 개발되고 이질적

인 특성을 구현하는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기존의 경도 

측정 방식이 아닌 새로운 측정방식을 통해 다른 관점의 

결과로 보완하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3. 등급화의 필요성

등급화란 일정한 평가를 통하여 대상의 수준을 정해진 

계층집단에 분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등급화는 

등급 계층의 분화를 기초로 하여 표준화된 평가방법을 통해 

특정 대상이 분류되며, 이 분류 체계 내에 포함되는 대상은 

일정 이상의 성능 혹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게 

된다. 따라서 등급화의 핵심 요소는 적절한 수준의 등급 

1) KOREA ROBOT STANDARD 지능형 로붓 표준 포럼

2) ASTM D3363 Film Hardness by Pencil Test.

3) ASTM D4366 Pendulum Hardne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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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able of Grading in Complex Factor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12].

Fig. 1. Grading of Sand by Particle Size Distribution [ACCP,

2015].

계층을 만들어 내고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Fig 1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분류된 모래입

자의 등급기준이다. 이러한 등급기준을 통해 우리는 일정 

구간의 물질을 미사, 모래 및 자갈 등으로 구분하며 통칭하여 

관리한다.

등급 계층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표본을 통해 표본

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분류하여 구성하는 방식과 실제 

대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전에 분류된 계층에 의해 대상이 

만들어지는 경우로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와 

같은 농작물은 농작물의 분포를 분석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

는 반면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기량이나 방식 

등이 결정되어 져있고 이에 맞추어 제조사가 제조를 하는 

경우로 구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4. 등급화를 위한 표준화 프로세스의 정립

표준화된 접근을 통한 등급화는 앞서 언급된바와 같이 

기술의 성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기술적으로 데이터 베이스의 축적이 매우 적은 환경에

서는 초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활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재난에 활용되는 특수 장비의 기술시장이 아직 도입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활용 면에서는 본격적인 시장 형성이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준화/등급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등급화를 위해서는 우선 모수 및 표본을 분석해야만 한다. 

모수 (Population)는 일정한 현상이 발생하는 집단을 의미한

다. 특수 장비를 위한 표준화/등급화를 위한 환경요소를 

반영하는 경우, 모수라는 것은 실제 사건의 총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수 장비를 위한 모수환경은 국내 화재 사건 전체를 

의미한다. 표본 (Sample)은 모수의 대표사건으로 주요 통계

를 위하여 선별 할 수 있는 사건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사건의 

집계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통계에 활용되는 표본의 크기가 

모수의 크기와 동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해석의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적인 한계

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본을 통한 유추적 해석이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반면 화재와 같이 사건의 집계가 쉽지 않고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어 표본 집단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및 역학적 관계를 설명하기 힘든 환경을 내포 

하는 경우 표본 집단이 모수를 대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모수의 범위를 등급화 및 표준화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 지어 그룹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 장비의 활용에 있어, 화재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를 그룹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화재의 발생 상황 - 발화, 성장, 임계, 소화

2) 인명 피해의 상황

3) 화재 장소의 특성 - 개방형, 지하, 고층, 밀폐, 고립

4) 장애물의 유형 - 진로, 통신, 시야  

위와 같은 다양한 그룹 요소 중에서도 로봇과 같은 구름형 

특수 장비4)는 장애물의 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1) ~ 3)과 같은 경우는 화재의 발생과 함께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의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비해 4) 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고 매우 다양한 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1) ~ 3)의 각 요소는 4)의 환경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상황대처를 

위해서는 4)에 대한  표준화 및 등급화된 접근이 중요하다고 

4) 구름형 (바퀴를 가지고 있는 장비) 로봇으로 자체적인 이동이 가

능한 장비를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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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se of Standard Test Methods for ‘Obstacle: Regular Step’ with Regulation (NEMA, 2016).

할 수 있다. Fig 2는 다변수 조건에 따라 표준화된 타겟 

시나리오를 가지는 분석 기법 테이블을 나타낸 것이다. 2가

지 이상의 병행되는 변수가 작용할 때에는 매트릭스로 구성

하여 보다 복잡한 시나리오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그룹화 및 대상의 선정이후에는 1차 등급화를 

수행하게 된다. 1차 등급화를 기준으로 사건에서의 주요 

값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그룹 분포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그룹분포 구조를 통해 1차 등급화가 가지는 대표성을 

분석 할 수 있다. 등급은 하나의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등급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기 위해 

주요 값의 경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등급화의 기준은 1차 등급화를 통해 추출된 값의 

분포를 기반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재조직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상기의 프로세스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이 

가능하다

1) 임의의 기준을 활용한 1차 등급 기준 마련

2)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방법 제안

3) 등급 평가 및 실제 재난 환경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

4) 데이터베이스의 평가를 통한 표본의 분포재해석 및 

수정된 등급 기준 제안

5) 수정 등급을 기반으로 한 수정 표준 평가방법 제안 

및 산업 표준화 진행

일반적으로 등급화는 모집단의 결과 값의 분포를 이용하

여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특수장비의 개발 과정을 

위한 등급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

는 우선, 화재 환경이 발생을 하고 다양한 특수 장비가 적용되

어서 그 결과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통해 축적 할 수 

없다. 따라서, 실물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평가로 대체 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 이후에 축적되어진 

환경 변수가 실제 특수 장비의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기반 해석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임의의 표본 집단을 통하여 추출된 요소를 1차 기준으로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평가 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모수의 그룹화

1차 등급화를 위해서 대상의 구분을 진행해야 한다. 구분 

기준은 다양하게 설정가능 하지만, 본 등급화 프로세스에서

는 모수집단의 표준화 유무를 가장 우선시 하였다. 장애물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표준화의 유무로 대표될 수 있다.  

5.1 모수집단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그룹화 할 수 

있는 경우

1차 등급화를 위해서 대상의 구분을 진행해야 한다. 구분 

기준은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지만, 본 등급화 프로세스에서

는 모수집단의 표준화 유무를 가장 우선시 하였다. 장애물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표준화의 유무로 대표될 수 있다.  

화재 환경의 대상이 건축 및 토목의 환경에 제한될 때, 

특정 요소는 "건축법" 등으로 대표되는 명문화된 제한요소

를 가지게 된다. 즉, 건축법을 기준으로 하여 각 요소가 

설계될 수 있는 한계치 및 규격화된 디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수 장비 이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평가되

는 계단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다음의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을 살펴보면 계단의 크기의 범주가 정해진다. 계단의 

폭과 높이 그리고 간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등판 각도 등의 

변수가 고정된다고 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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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Test Methods for ‘Step Obtacle’ 

(NEMA, 2016).

Grading Target
diameter

(mm)

height

(mm)

weight

(g)

toughness

(MPa)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

Grading Number 6 6 6 6

Estimated 

coefficient 

for each 

property (1st 

grade is 

harsh 

environment)

1st Grade 1,500 1,500 3,000 2,000 materials appearance

2nd Grade 1,200 1,000 2,500 1,200 woody square

3rd Grade 1,000 800 2,000 500 metal circle

4th Grade 800 500 1,500 200 plastic tube

5th Grade 600 200 1,000 50 glam pillar

6th Grade 300 100 500 20 paper Not constant

Table 2. Simulation DB of Irregular Obstacle by 1st Grading System (NEMA, 2015).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

(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

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 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

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하지만 이러한 건축법 등으로 제시된 규격이 모든 경우의 

계단을 대표 할 수 없다. 나선s형 계단 , 임시계단 및 자체 

개조 등의 형태에 따라 특수 조건의 그룹이 형성된다. 또한 

건축물의 실제 시공 단계 등에서 임의적인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변수는 더욱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수에 대응 할 수 있는 등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1차 등급화를 위하여 

규제를 기준으로 한 1차 변수군을 확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1차 표준평가법을 제안하였다. Fig 3 은 계단 등판평가에 

대한 1차 표준화 평가 방안이다. Fig 4는 보다 자세하게 

표현한 시험 변수에 대한 그림으로 평가에 반영된 요소는 

계단 폭, 너비 그리고 재질 등이 있다. 본 표준화 접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복합 환경 (다양한 

계단요소를 반영하는) 의 시나리오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렇

게 설계된 표준평가법과 시나리오 대응을 통해 다양한 장비

와 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변수 항목을 재설정 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5.2. 모수집단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그룹화 할 

수 없는 경우

규격 및 규제 등이 포함된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은 1차적인 그룹화에 큰 강점을 가진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난 환경에서 불규칙한 변수가 더욱 다양하게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밀폐공간에서 화재가 발생

하였다고 가정하면, 격벽으로 가두어진 공간 안에 테이블 

혹은 의자 등의 장애물이 존재 할 수 있다. 사고의 발생 

혹은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이러한 장애물이 불규칙하게 

형상화되어 있을 수 있다. 테이블이라는 하나의 장애요소를 

대표적으로 분석해보면 일반적으로는 사격형의 구조체로 

해석 할 수 있지만, 만약 재난 환경 속에서 다리가 부러져 

뿔의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면 상기와 같은 해석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규칙한 요소는 실제 등급화 표준화에 

있어 가장 취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불규칙적인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성이 있는 모델

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Table 2와 같이 대표적인 

형상 및 재질로 1차적인 구분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크기에 

따른 1차적인 등급을 제안하고자 한다. Table 2의 주요 그룹 

기준은 임의로 선정된 지표이다. 선정된 1차 등급 기준은 

DB 구축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장애요인은 불규칙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그 표본의 숫자가 상대적으

로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량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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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se of Standard Test Methods for ‘Obstacle: Gap’ without Regulation (NEMA, 2016).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며 1차 등급화 기준이 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화재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불규칙한 장애요소에는 이동

형 장애물, 간격 장애, 공간 틀어짐, 바닥재 등이 존재한다. 

Fig 5 는 다양한 불규칙한 환경을 대표하는 이슈 중 간격 

장애물 (Gap)에 관한 표준화 방안이다. 간격 장애물은 불규

칙한 장애요인이며 기준이 없는 장애요인이지만, 기본적으

로 그 형상의 구성이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어 기초적인 

등급화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 복합요소화가 진행되면 

간격장애물의 형상이나 고저차등의 다양한 환경 변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이슈는 앞서 언급되었던 

표준화된 기준에서의 접근방식과 마찬가지로 기본 안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후 재 등급화의 과정을 

거쳐 표준모델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 방향은 NIST5)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명구

조로봇평가의 방향과 유사하다. 하지만 NIST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Scoring으로 평가된다. 즉, 표준화된 평가를 

통해 대상의 성능을 구분하는 용도로만 활용된다. 그 점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활용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내고 있지는 않다. 국내의 재난 환경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개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5.3. 복합변수에 대한 등급화 프로세스

실제 환경에서 활용가능 한 장비를 등급화하기 위해서는 

복합변수, 즉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대응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실제 환경에서 는 운무에 따른 시야 확보 

문제, 벽체 등에 따른 통신 문제, 그리고 이동에 방해가 

되는 불규칙한 장애물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복합 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해 1차 등급화 프로세

스는 각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모사 환경 기준을 제시 

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화재 환경을 만들어 시험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환경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많은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화재 환경을 만들어 

평가하더라도 그 반복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요소를 

모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평가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단순

5)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화 시켜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발생 시키는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운무에 대한 환경을 제어하기 위해 실제 농연의 수준을 

반영하여, 운무를 형성시키거나 혹은 이미지 감지기 상에 

노이즈를 간섭시키는 방법도 채택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되었던 등급화 과정이 활용된

다. 등급화 및 표준화 평가를 통해 각 급간의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모사 환경을 제안하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효율

성 높은 복합 환경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6. 결론

특수 장비의 표준화된 평가방법의 개발과 이를 통한 등급

화 프로세스는 단순히 장비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활용하는 

지표에 그치지 않고, 기술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재난 환경을 재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 재난 환경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그 경우의 수에 대한 분석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화된 평가법의 도출이 아직 이른 시점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본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진행하고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아감으로써 기술의 관점을 확장하는데 역으로 

주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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