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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재 시 신속한 진압 및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해서는 시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현장

에서 소방대원의 시야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중스케일 레티넥스(Multi Scale 

Retinex, MSR)와 연기 농도 균일화 처리를 결합한 시각강화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짙은 연기 상황에서 영상

처리 기술의 시야 개선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밀폐된 구획실에서 연기의 발생량에 따른 시야를 단계화하고 영상

처리 전⋅후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시야는 각 숫자판의 인식 가능한 거리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하였으

며,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한 결과 최대 4단계까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기술의 수요자인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해당 연구결과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3.5 m 이상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e case of fire,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visibility of firefighters for emergency activities (for example, fire 

extinguishment, rescue, and first-aid). In the present study, an image processing technology for visibility enhancement 

developed by the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was used to improve the visibility of firefighters. Image 

processing technology for visibility enhancement is a technology that combines Multi-Scale Retinex and smoke 

concentration equalization processing.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image processing technology in thick smoke 

conditions, the visibility was classified depending on the smoke generation in an enclosed compartment. In addition, 

comparative before and after evaluation of image processing technology was performed quantitatively. The visibility was 

divided into seven levels depending on the recognizable distance of each number plate. Thus, the visibility was improved 

from a maximum of four levels. Additionally,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field crews who are the consumers 

of this technology; a view of more than 3.5 m was required to use this technology in fire fields.

Keywords : Image processing technology, Visibility enhancement, Just noticeable difference (JND), Illuminace, Smoke

1)1. 서  론

연기는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0.01 μm - 10 μm 크기

의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 형태로 화재 시 연소물질로부

터 발생하는 고온의 수증기와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가

스(gas), 타르(tar), 그을음(soot), 응축된 미립자 및 부유 분

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재 시 연기의 유해성은 크게 

시각적 유해성, 심리적 유해성, 생리적 유해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

시각적 유해성, 심리적 유해성, 생리적 유해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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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시각적 유해성은 연기가 광선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

지고 있어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심리적 유

해성은 연기에 의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감 및 공포심을 유발하여 이성적인 행동 능력

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생리적 유해성은 연기에 

다량으로 포함된 유독성 가스 흡입 시 호흡 장애 및 질식 

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1). 특히, 시각적 유해성과 

심리적 유해성은 시야 미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는 재실자의 피난뿐 아니라 현장 내 소방대원의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정확한 화점 및 구조대상자 탐색 등의 현

장대응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원은 공기호흡기 면체 등을 

착용하여 연기의 생리적 유해성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반

면,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각적 유해성 및 심리적 

유해성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은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 짙은 연기나 정전에 의한 암흑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

지 않아 현장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 

화재현장 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소방대원들은 벽을 

짚고 이동하거나 소방호스 혹은 라이트 라인(light line)에 

의지한 채 활동한다. 또한, 근거리 시야 확보를 위한 연기

투시용 랜턴(lantern)을 사용하고 원거리 시야 확보를 위해 

휴대용 탐조등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조명 기구로도 시야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열화상 카메라를 병행하여 사

용한다. 그렇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건물 내 장애물에 의한 

열 감지 방해와 낮은 해상도로 인해 원거리에서 인명이나 

발화지점 탐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의 활동은 구조대상자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 짙은 연기, 저조도 등 열악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복잡한 현장에

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하다(2). 

따라서 본 연구진은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영상 기반 시야 개선 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단계 연구로써 기존에 개발되어 여러 분

야에서 활용 중인 영상처리 기술의 화재현장 적용성을 분

석하고 화재실험을 통해 짙은 연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시

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를 도출하여 영상처리 장치의 

정량적 시야 개선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영상처리 기술 정의

영상처리 기술은 영상을 픽셀(pixel) 단위로 처리하여 영상

의 수많은 픽셀에 은닉된 정보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

에게 효과적인 영상형태로 전달하는 형태의 기술을 의미하

며(3), 최근 의료영상기술, 위성사진 처리, 천체 별들의 사전 

처리, 생체응용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시각강화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연

기⋅안개 제거, 저조도 시야 확보, 관심대상 강조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시각강화 영상처리 기법은 한국전기연

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다중스케일 레티넥스

(Multi Scale Retinex, MSR)(5)와 연기 농도 균일화 처리를 결

합한 것이다. 다중스케일 레티넥스(MSR)란 다수의 주변 함

수를 통해 조명 성분을 추정하고 이를 가중합하여 화질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이며(6), 연기 농도 균일화 처리는 영상 

내 연기 농도를 간접적으로 예측하여 연기 농도에 적응적

으로 연기에 은닉된 컬러 정보를 가시화하는 기법이다(3). 

세부적으로 연기⋅안개 제거의 경우, 비균일한 농도의 연기를 

적응적으로 처리하여 연기를 제거하는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저조도 개선의 경우, 영역 기반 AI 디노이징(denoising) 기술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고, 관심 대상 강조의 경우, 색상 공간으

로 변환하여 특정 색상을 강조 처리하였다(3). 이에 대한 각각

의 적용 사례는 Figure 1과 같다.

이러한 기술을 화재⋅재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소방대

원의 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각 

정보를 도출하여 시인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2 선행연구 분석

2.2.1 영상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

Cho 등(7)은 화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RGB 카메라, 열

화상 카메라, 레이더(radar)를 조합하여 센서를 구성하고 상

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일 카메라 센서 모드, 영상 분

할을 이용한 열화상 스테레오 모드, 다중 센서 융합 모드, 레

(a) Removed smoke and fog

(b) Corrected low light

(c) Emphasized specific color

Figure 1. Examples of image process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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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 모드 등 4가지 모드로 구현한 센서를 개발하였다.

Kim 등(8)은 화재와 어두운 상황에서도 연기를 투시하여 

선명한 영상 화면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감마보정에 의해 영상

을 처리하며 디바이스(device) 프로토타입(prototype)은 헬멧

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눈 주위에 영상을 디스플레이(display)

할 수 있는 화면이 추가로 구성된다.

국외에서는 군사 목적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감시용 무인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최근에는 일본 ROHM

사에서 개발한 IC를 적용하여 비디오 인코더(video encoder)

에 화상 보정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8).

그러나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화재현장에서 소방대

원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화재 실험을 통해 

개발한 연구 사례 및 기술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2.2.2 연기에 따른 시야 단계화 연구

Oh 등(9)은 연기농도별 최대 가시거리에 따른 피난구 유도

등의 인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시야 제한 상황은 불투명 안대를 제작하여 구현하였다.

Kim 등(10)은 다양한 화재실험에서 광학 연기밀도 측정을 

위하여 광소멸법을 이용한 저가형 장치를 개발하였다. 저

가형 장치의 상대적 측정 정확도는 He-Ne 레이저(laser), 포

토셀(photocell) 및 다양한 광학 부품을 이용한 고가의 표준

장치로 측정된 연기밀도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다.

Kim 등(11)은 화재 시 연기 중에서의 가시도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피난과의 연관

성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를 조사하여 피난과 연기의 상관

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Lee(12)는 가로 40 cm, 세로 40 cm, 높이 80 cm 크기의 직육

면체 연실(smoke box) 내에서 3 g의 시료 연소 시 연기 발생량

에 따른 조도(illuminance)변화를 측정하여 암흑화(obscuration) 

정도를 조도의 역수로 표현하였으며, 화재 시 옥내의 암흑

화 정도는 하부로 내려갈수록 약해지지만 급기 역할을 하

는 개구부 주변에서는 상부보다 암흑화가 심한 변이가 일

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외 특허 분석 결과 라이다(lidar), 열화상, 거리연산, 융

합센서, UWB 라이다, 4D 등의 기술을 이용한 농연 대응 

기법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3).

그러나 화재현장을 반영한 화재실험, 실제 화재 실험을 

통해 연기 정도에 따른 시야를 단계화하여 제시한 연구 사

례 및 기술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연기에 의한 시야 단계화 분석 실험

3.1 실험 장치 및 시료

본 실험은 다양한 화재현장에서의 연기 발생상황을 모

사하여 시야를 단계화하고 영상처리 기술의 정량적 기술 

도달 목표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체에서 생성된 연기밀도를 측정할 때에는 국

제표준규격인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STM)의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며, 연기밀도는 특정 광학 밀도

(specific optical density)로 표현된다(13). 이 표준에서는 연소

반응시험 시 최대 25.4 mm 두께의 고체재료와 조립체로부

터 생성된 연기의 특정 광학 밀도를 측정한다. 다만, 이 방

법은 특정 시료에 의해 발생하는 연기의 밀도를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찰 영역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한계점

이 있다(14). 따라서, 화재현장을 모사한 본 화재실험에서는 

연기의 양을 정량화하기 위해 선행연구(12)에 착안하여 조도

계를 사용하였다. 발광부(조명)에서 일정한 조도의 광이 주

어질 때, 연기의 양이 증가할수록 수광부(조도계)에 수렴되

는 빛의 세기가 감소되는 관계를 이용하여 적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화재실험 장치 개략도는 Figure 2와 

같이 길이 6 m, 폭 3 m, 높이 2.5 m 이며, 국립소방연구원 

내에 구축하였다.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유

입되는 빛을 차단하고, 밀폐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문풍

지 등을 부착하여 외기를 차단하였다.

숫자판은 피난구 유도등 사이즈인 가로 15 cm, 세로 

25.7 cm로 제작하였으며, 숫자는 원거리에서 식별하기 쉬

운 0과 1을 제외하고 2~9를 활용하였다. Figur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숫자판의 위치는 화재실험 장치의 폭 중앙인 

1.5 m, 높이 중앙인 1.25 m에 일렬로 설치하였으며, 카메라

를 기준으로 최소 1.5 m부터 0.5 m 간격으로 최대 5.5 m까

지 일정하게 숫자판을 배치하였다.

Figure 2. Schematic diagram and photograph of combustion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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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화재현장의 연기를 모사하기 위하여 화원은 목재

(2.5 cm × 2.5 cm × 10 cm) 10개, 착화탄 2개, 헵탄(heptane) 

50 ml로 구성하였다. 가연물이 연소할 때 화원에 의한 빛이 

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기만 방출할 수 있도록 별도

의 연소 상자를 제작하여 연기가 균일하게 퍼질 수 있도록 

실험장치 내 바닥의 중앙에 위치시켰다.

광원은 개별적인 LED 조명(3 W)을 사용하여 각 숫자판

마다 동일한 조도(약 1,200 lx)가 되도록 조성하였으며, 조

도계는 숫자판의 중앙인 다섯 번째 숫자판의 옆에 숫자판

과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였다.

영상은 화재현장에 적용할 경우에도 카메라에 촬영되는 

영상을 확인하는 것을 고려하여 카메라를 사용하여 기록하

였으며, 카메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15)에 따

라 남⋅여 평균 신장인 164.38 cm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였다. 

3.2 실험 방법

본 실험은 목재, 착화탄, 헵탄으로 구성한 화원에 점화한 

후 실험 장치 내에 연기가 가득해지는 1,500 s 동안 연소를 

진행하였다. 시야가 가장 잘 확보되는 조도(약 1,200 lx : 실

험 장치 내에 연기가 없을 때 조명에 의한 각 숫자판의 조

도값) 대비 시야가 가장 확보되지 않는 조도(약 500 lx : 연

기가 가득해 숫자판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측정된 조

도값)를 기준으로 시야 단계화를 진행하였다. 동일 조건으

로 3회 반복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미리 설치

한 카메라, 조도계를 통해 기록하였다.

3.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기의 양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조도

(illuminance, lux)를 사용하였으며, 연기에 따른 숫자판의 

시인성(visibility)을 판단하기 위하여 Weber contrast 기반 

Just Noticeable Difference (JND)를 적용하였다. 시인성은 보

통 육안으로 물체를 볼 수 있는 대기의 최대 거리를 의미

하며, JND는 두 자극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최소한 차

이를 말한다. JND를 적용하기 위한 상수로는 균일한 배경

에 대해 문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에 용이한 

Weber contrast를 적용하였다(16). 균일한 배경에 대해 숫자

의 픽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Weber contrast 기반 

JND()를 계산하는 방법은 식(1)과 같다.

 







 



(1)

L값은 영상에 촬영된 숫자판의 RGB값을 휘도(luminance, 

cd/m2)로 변환한 것이며, L1은 숫자판의 검정색 숫자 부분

(foreground)의 평균 휘도값이고, L2는 하얀색 배경 부분

(background)의 평균 휘도값이다. 화재실험 공간 내 연기가 

가득해질수록 배경 부분(L2)의 변화폭보다 숫자판 부분(L1)

의 변화폭이 더 커지게 되어, L2와 L1의 차이가 작아짐에 

따라 0에 가깝게 수렴한다. JND를 측정한 결과, 0.1이상이

면 가시적이며 0.1미만이면 비가시적이라고 판단한다(3).

Figure 3은 1~3차 실험, 평균에 대한 조도 결과 및 1~3차 

실험에 대한 각 숫자판별 JND 결과이다. 각 실험의 조도 

결과(Figures 3(a)~3(c))와 JND 결과(Figures 3(d)~3(f))를 비

교하여 확인한 결과, 두 결과 모두 연기의 양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JND 값이 0.1 이하로 도달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즉, 카메라에서 제일 근거리에 있

는 숫자판인 첫 번째 숫자판 JND 값이 0.1 이상을 가장 오

(a) Illuminance data from 

the 1st combustion experiment

(b) Illuminance data from 

the 2nd combustion experiment

(c) Illuminance data from

 the 3rd combustion experiment

(d) JND data from 

the 1st combustion experiment

(e) JND data from 

the 2nd combustion experiment

(f) JND data from 

the 3rd combustion experiment

Figure 3. Illuminance data and JND data of combustion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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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유지하였다. 0.1 이하로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숫자판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카메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

수록 식별 가능한 시간(JND 값이 0.1 이하로 도달하는 시간)

이 줄어드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실험 결과, 첫 번째 숫자판의 JND 값이 0.1 이하로 

도달하는 시간은 1,410 s (1,200 lx → 580 lx, ▿ 620 lx), 두 

번째 숫자판은 1,230 s (1,200 lx → 615 lx, ▿ 585 lx), 세 

번째 숫자판은 1,050 s (1,200 lx → 688 lx, ▿ 512 lx)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카메라로부터 제일 원거리에 있는 아홉 

번째 숫자판이 인식되지 않기 시작한 시간은 690 s (1,200 

lx → 927 lx, ▿ 273 lx)이며, 네 번째 숫자판부터는 근소한 

시차로 식별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메라로부터 

가장 근거리인 1.5 m 거리에 있는 첫 번째 숫자판은 조도 

580 lx일 때 식별이 어려워졌지만, 가장 원거리인 5.5 m 거

리에 있는 아홉 번째 숫자판은 조도 927 lx일 때 식별이 어

려워졌다. 이는 카메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시인성에 차

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실험 결과, 첫 번째 숫자판과 두 번째 숫자판은 실험 

종료까지 0.1 이하로 도달하지 않았으며, 이는 숫자판이 식

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 숫자판은 900 s (1,300 lx 

→ 691 lx, ▿ 609 lx), 네 번째 숫자판은 780 s (1,300 lx → 

744 lx, ▿ 556 lx) 이후 0.1 이하의 JND 값에 도달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카메라로부터 제일 원거리에 있는 아홉 

번째 숫자판이 인식되지 않기 시작한 시간은 600 s (1,300 

lx → 892 lx, ▿ 408 lx)였으며, 다섯 번째 위치한 숫자판부

터는 근소한 시차로 식별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1차 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카메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시

인성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실험 결과, 카메라로부터 제일 근거리에 있는 숫자

판인 첫 번째 숫자판과 두 번째 숫자판의 

JND 값이 0.1 이하로 도달하는 시간이 제일 길었으며, 

0.1 이하로 도달한 1,020 s (1,200 lx → 551 lx, ▿ 649 lx) 

직전까지는 숫자판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메

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식별 가능한 시간이 줄어들어 

세 번째 숫자판은 900 s (1,200 lx → 625 lx, ▿ 575 lx), 네 

번째 숫자판은 750 s (1,200 lx → 709 lx, ▿ 491 lx) 이후 

0.1 이하의 JND 값에 도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메라

로부터 제일 원거리에 있는 아홉 번째 숫자판이 인식되지 

않기 시작한 시간은 630 s (1,200 lx → 835 lx, ▿ 365 lx)였

으며, 다섯 번째 위치한 숫자판부터는 근소한 시차로 식별

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1, 2차 실험 결과와 동일

하게 카메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시인성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시야 단계화

본 실험을 통해 정리된 연기에 따른 시야 단계 결과는 

Figure 4와 같으며, Table 1은 각 단계별 조도, 시간, 시야 

확보 가능 거리를 정리한 결과이다. 1차, 2차, 3차 실험 결

과를 종합한 결과이며, JND 결과에 따라 각 숫자판이 인식

되지 않는 시간을 기준으로 단계를 제시하였다. 

모든 숫자판이 인식되는 단계는 V1 단계이며, 카메라로

부터 제일 원거리에 있는 아홉 번째 숫자판이 인식되지 않

는 단계는 V2 단계이다. 여덟 번째 숫자판과 일곱 번째 숫

자판이 인식되지 않는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V3 단계로 설

정하였으며, 여섯 번째 숫자판과 다섯 번째 숫자판이 인식

되지 않는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V4 단계로 설정하였다. 

네 번째 숫자판이 인식되지 않는 단계는 V5 단계이며, 세 

번째 숫자판이 인식되지 않는 단계는 V6 단계이다. 두 번

째 숫자판과 첫 번째 숫자판 또한 동시에 인식되지 않는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V7 단계로 설정하였다. 

3.5 영상처리 기술 적용 결과

화재실험 영상에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전⋅후를 비

교하고, Weber contrast 기반 JND 결과를 토대로 단계를 구

분하였다. 그 결과, 숫자판 식별 거리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영상처리 기술 적용 전⋅후의 단계, 조도, 거

리를 비교하면 Table 2와 같으며, 영상처리 기술 적용 전보

다 적용 후에 최대 4단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해 도출된 평균 데이터와 제일 유사한 2차 

Level V1 V2 V3 V4 V5 V6 V7

Illuminance (lx) 876 833 769 742 660 587 572

Time (s) 1~639 640~679 680~739 740~779 780~949 950~1249 1250~1500

Distance (m) 5.5 5 4 3.5 3 2.5 2

Table 1. Data for Each Stage of Vision According to Smoke 

Figure 4. Level of vision according to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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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영상을 중심으로 시야 단계 사진을 비교하였다. Table 3

과 같이 각 단계별 영상처리 기술 적용 전⋅후 사진을 비

교한 결과, 육안으로도 영상처리 기술 적용 전보다 적용 후

에 숫자판의 시인성이 더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인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각 실험의 영상처

리 비교 분석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실험마다 숫자판이 보이는 정도에는 차이를 보였으나, 영

상처리 전보다 영상처리 후 숫자판 식별 거리가 확연히 개

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실험에 대한 평균 데이터를 검

토한 결과, 영상처리 기술 적용 후 최소 0.5 m에서, 최대 2 m 

확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화재현장 영상(17)

4.1 화재현장 진압 영상에 대한 효과성 검토

일선 서에서 제공한 화재진압 영상에 대해 영상처리 기

술 적용하여 영상처리 적용 후 사람⋅사물 인식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실시하였다. 

Figure 6(a)는 화재 진압 시 가장 중요한 구조대상자 여

부,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람 식별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이다. 영상처리 기술 적용 결과, 시인성이 확보되어 사

람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구조대상자 여부

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b)는 진입로 식별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으로 영

상처리 기술 적용 결과,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출입구가 식

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c)는 장애물 여부,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

물 식별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이다. 영상처리 기술 적용 결

과,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화면의 색

상이 뚜렷하게 식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현장에

서 사람을 인식하여 구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물 내 진입 시 어둡고 연기에 가

려진 사물을 식별하는데 탁월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Before applying image 

processing technology

After applying image 

processing technology

Level Photograph Level Photograph

V1 V1

V2 V1

V3 V1

V4 V1

V5 V2

V6 V3

V7 V3

Table 3. Comparison Results for Each Level of Vision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Image Processing

Diagnosis Contents

Before applying 

image processing 

technology

Level V1 V2 V3 V4 V5 V6 V7

Illuminance (lx) 876 833 769 742 660 587 572

Distance (m) 5.5 5 4 3.5 3 2.5 2

After applying

 image processing 

technology

Level V1 V1 V1 V1 V2 V3 V3

Illuminance (lx) 876 876 876 876 833 769 769

Distance (m) 5.5 5.5 5.5 5.5 5 4 4

Level up Sameness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3 Level 3 Level 4

Improved distance Sameness 0.5 1.5 2 2 1.5 2

Table 2. Data for Each Level of Vision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Image Process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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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위험 시설 위치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산림 화재현장 영상에 대한 효과성 검토

일선 서에서 제공한 산림 화재현장 영상에 대해 영상처

리 기술을 적용하여 영상처리 적용 후 화점 인식, 주변 지

형 지물 식별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실시하였다.

Figure 7(a)는 산림 화재 관제 및 진압 시 중요한 화점 위

치 식별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이다. 영상처리 기술 적용 결

과, 연기 내 화점이 식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화

재 관제 시에 화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7(b)는 주변 지형지물, 도로 위치 식별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이다. 영상처리 기술 적용 결과, 주변 지형지물 

및 도로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산불 발생 

주변 도로 등을 식별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화재 진압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Identified people 

(b) Identified entrance

(c) Identified objects

Figure 6. A video taken with entering the fire scene.

(a) 1st combustion experiment (b) 2nd combustion experiment

(c) 3rd combustion experiment (d) Average

Figure 5. JND result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image processing technology.

(a) Identified fire spot

(b) Identified surrounding terrain

Figure 7. Image processing technology applied to video of forest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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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층 인터뷰

5.1 심층 인터뷰 방법 및 대상자 특성

본 연구에서 적용한 영상처리 기술은 화재현장에서의 시야 

개선이 목적이므로 본 기술의 수요자인 소방대원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영상처리 기술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장치의 개발 방향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법(in-depth interview)이란 소수의 대상을 선택

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질적인 자료를 얻는 연구방법이다. 

심층면접법은 양적 연구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경향을 확률

의 논리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하거나 예외적인 특성

까지를 포함한 실질적인 현황파악에 적합한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대상자가 자유

롭게 본인이 속한 업무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질문 위주의 인

터뷰를 통해 깊이 있는 답변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소방공무원 4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기준은 현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하였다. 질문지는 영상처리 기술 효과성 

검토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Table 4

는 영상처리 기술 효과성 검토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방법으로는 사다리 면접법(ladder interview)을 이

용하였다. 이 방법은 서술적인 질문에 따라 응답자의 답변

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재질문을 하여 심화된 

응답자의 대답을 유도하는 방법이다(19).

인터뷰에 응한 4명의 소방공무원은 모두 현장대원 경력자

로 구성되었다. 가칭 A대원(총 근무 연수 25년, 진압대원 경

력 10년, 구조대원 경력 10년, 구급대원 경력 5년), B대원(총 

근무 연수 20년, 구조대원 경력 20년), C대원(총 근무 연수 

19년, 진압대원 3년, 구조대원 8년, 내근 8년), D대원(총 근무

연수 10년, 구조대원 6년, 화재조사 4년) 이상의 4명이다.

5.2 심층 인터뷰 내용

인터뷰 질문지에 구분된 사전 조사, 영상처리 기술 효과

성 검토, 연구 방향에 대해 인터뷰한 답변 내용을 기술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장에서 근무할 때 시야 미확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을 조사한 결과 화점 및 물체 식별이 어려워 골

든타임(golden time)을 놓칠 우려가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

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영상처리 기술 효과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다. 영상처리 기술 적용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야가 확보되길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 활동상황을 반영하여 영상처리 기

술을 통해 최소한 확보되었으면 하는 거리를 조사한 결과, 

실제 화재현장에서는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고 인명 

검색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V4단계(3.5 m) 이상은 확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화재현장 진압 영상, 산림화

재 영상 등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에 영상처리 기술 적용 

전⋅후 사진 및 영상을 제공한 후 기존 영상 대비, 영상처

리 기술 적용 후 효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상처리 후 

시야가 개선된다면 현장 지휘 및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영상처리 장치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부

분은 사용의 편리성이다. 인터뷰 결과 조작법이 편리하고 

사용법이 단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원마다 요구하

는 장치의 형태에는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기존에 사용하는 

장비에 영상처리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주로 제안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시야를 개선하

기 위한 방안으로 다중스케일 레티넥스(MSR)와 연기 농도 

균일화 처리를 결합한 시각강화 영상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짙은 연기상황에서 시야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영상처리 장치의 시야 개선 목표

를 도출하였다.

1) 연기 발생에 따른 시인성을 단계화하기 위해 구획실에서 

연기량에 따른 조도측정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Weber contrast 

기반 JND값을 기초로 시야 단계를 7단계로 구분하였다.

2) 영상처리 기술 적용 전 시야 확보 단계와 영상처리 

기술 적용 후 시야 확보 단계를 비교한 결과, 영상처리 전 

V7 (시야 확보 거리 2 m) 단계가 V3 (시야확보 거리 4 m)단

계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단

Diagnosis Contents

Preliminary investigation
Position and period of experience in charge

Uncomfortable experience when working in the field due to the lack of visibility

Effectiveness review

Contents requiring improvement through image processing

Target of reaching the quantitative technology required in the field

When comparing before/after applying image processing, effect after application

Development direction
Proposed device type

Things to consider when developing a device

Table 4. Questions used in the In-Depth Interview



신영민⋅김동환⋅김황진⋅강동구⋅배영민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35권 제3호, 2021년

126

계별 최소 1단계(0.5 m 개선)에서 최대 4단계(2 m 개선)까

지 시야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실제 화재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대상으로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한 결과 연기에 의해 인지가 불가했던 사람, 사

물, 출입구 등의 식별이 가능해졌으며 산림화재 시에도 연

기에 의해 식별이 불가했던 잔불의 위치 및 진입로 등의 

식별이 가능하였다. 

4) 영상처리 기술의 정량적인 기술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소방대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화재현장에서

는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영상처리 

기술 적용을 통해 V4단계(시야확보 거리 3.5 m) 이상은 확

보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재현장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화점 및 물체 

식별이 어렵고 활동 범위에 제약이 많아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이 패닉(panic)으로 이

어져 소방대원 및 구조대상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본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대원의 시야 개선을 위한 장치개발

연구를 지속 추진하여 화재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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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1761002000)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2019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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