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ived | 6 December, 2019

Revised | 9 December, 2019

Accepted | 31 December, 2019

OPEN ACCES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Purpose: This paper proposes a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for state-of-the-art facility inspection/ 

diagnostic equipment through a trend survey of equipment and standardization systems of US, Japan, 

and Korea.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priority of developing a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surveys. Method: In this study, report for the last 5 years of FMS, state-of-the-art 

equipment of facility maintenance companies/safety diagnosis specialist agencies and papers/research 

reports/patents of NTIS were analyzed to identify recent trends of facility inspection/diagnostic equipment 

usages. standardization system of US, Japan, and Korea were analyzed to figure out a suitable form of 

a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for the domestic situation. And expert interview and survey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priority of developing a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Result: Th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must be developed by the shape that only evaluates performance, regardless of 

types of equipment, on inspection item level for creative technology development. The priority of 

develop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was identified as crack detection of concrete for durability 

evaluation and displacement/deformation/fatigue detection of concrete and steel for stability evaluation. 

Conclus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will be developed firstly for the crack detection of 

concrete for durability evaluation and displacement/deformation/fatigue detection of concrete/steel for 

stability evaluation. In order to promote creative technology development, th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should be developed in a form that provides standardized specimens or testbeds and can be 

applied regardless of types of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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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한국의 표준화 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 성능평가 방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성능평가 기준이 우선

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시설물 점검 및 진단에 활용되는 첨단 장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의 최근 5년간 보고서와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개된 첨단 기술을 조사하였다. 또

한, NTIS에 등록되어 있는 과제, 논문, 연구보고서, 특허 등을 검색하였다. 이후 미국, 일본, 한국의 표준화 체계를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형태의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 성능평가 방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성능평가 기준이 우선적으

로 개발되어야 할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자유로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나친 제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 프로

세스는 조사항목별로 장비나 기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 장비나 기술이 목표하는 점검에 대하여 요구되는 목표 성능지표를 개발하여 해

당 성능지표를 만족할 경우 성능을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내구성 평가의 콘크리

트 균열 조사항목과 안전성 평가의 콘크리트/강재 변위/변형/피로 조사항목에 활용되는 첨단장비나 기술들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기준을 우

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 내구성 평가의 콘크리트 균열 조사항목이나 안전성 평가의 콘크리트/강재 변위/변형/피

로 조사항목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기존에 개발된 첨단

장비에 새롭게 개발될 첨단장비의 성능을 공통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시편이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기술 종류에 관

계없이 제시된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 성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핵심용어: 시설물 유지관리, 진단장비, 점검장비, 성능평가 

서 론

미국, 일본, 호주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2~30년의 격차를 두고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

에 대한 대응으로 시설물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유지관리비용 절감, 사용 가능 기간 연장 등을 목표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

하거나 사후·대응적 유지관리가 아닌 예방적 유지관리 관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a).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제 1종, 2종 시

설물 중에 사용 연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의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10.3%이며, 10년 후에는 21.4%, 20년 후에는 

44.4%로 노후시설물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설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장수명화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Nam et al., 

2018). 또한, 2018년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대상 시설물에 3종 시설물을 포함되었으며, 이들 

3종 시설물이 추가되면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개수는 기존 1, 2종 시설물 6만 800여 개에서 3종 시설물 13만~17만개

가 추가되어 약 20만~24만 여개로 증가되었다(Kim et al., 20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현재 시설물 점검은 육안 검사와 같은 등의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어 점검자의 숙련도, 경험도에 따라 검

사 결과의 신뢰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검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점검 주기가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

한, 점검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를 점검하는 경우 교량점검차량 등의 특수장비를 활용하게 되며 이는 장비에 탑승한 

점검자의 사고 위험이 커지고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Nam et al., 2018; Kim et al., 2018). 이러한 한

계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여 예방적 유지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에는 4차 산

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드론, AI(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

넷(IoT)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이나 장비들의 유지관리 시장 도

입이 예상된다(Kim  et al., 2018; Gillins, 2016; Cha et al., 2017).

그러나 현재는 첨단 기술 및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첨

단기술및 장비가 활용되면서 시설물의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양산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Korea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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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Corpration,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첨단 기술이 활용된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장비의 성능을 검증

하기 위한 성능평가 방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의 

최근 5년간 보고서를 분석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실적 상위 30위 업체의 보유 기술을 조사하였

으며, NTIS에 등록된 과제, 논문, 연구보고서, 특허 등을 분석하여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위한 첨단 기술 및 장비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해당 기술이나 장비들의 성능을 검·인증하기 위한 미국, 일본의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하여 새

롭게 도입되는 기술이나 장비의 성능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할지 논의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새

롭게 도입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성능평가 방법의 기본방향을 도출하였

으며, 성능평가 기준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기술 및 장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위한 첨단기술 및 장비 현황

첨단 기술 및 장비 동향조사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에 사용되는 첨단 기술 및 장비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의 최

근 5년간 보고서를 취합하여 실제 점검 및 진단 업무에 첨단 기술 및 장비가 적용된 사례를 도출하였고, 안전점검 등 대행 실

적을 기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와 안전진단 전문기관 상위 30개 업체를 선별하여 각 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조사하였다. 

또한, 기술 개발 동향(과제, 논문, 연구보고서, 특허)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결과들을 종합하여 첨단 기술 및 장비의 기술분류

표를 작성하였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의 최근 5년간 보고서를 취합하여 첨단 기술 및 장비가 적용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드론, 화상계측기, 레이저변위계,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GPR, 수중카메라, Side Scan Sonar, 상관식 누수탐

사기, 청음식 누수탐사기 등의 장비들이 활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 List of state-of-the-art equipment for facility inspection and diagnose in last 5 years 

시설물 장비명 측정내용 활용 사례 건수

교량 드론 시설물 근접 촬영용 5건

교량 화상계측기 Multi Point 측정 3건

교량 레이저변위계 광학타겟에 레이저 빔 투과 변위측정, 재하시험 변위 측정 6건

교량, 터널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시설물 단열상태 및 발열부 측정, 콘크리트 표면온도 측정 3건

터널 터널스캐너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한 외관조사 3건

터널 지반레이더탐사기(GPR)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배면 공동 조사 4건

항만, 댐 수중비디오 수중 비디오 촬영 3건

항만, 댐 수중카메라 수중 사진 촬영 2건

댐, 상수도 Side Scan Sonar 댐, 항만 안벽 구조물, 해상 및 하상 횡단 교량 기초의 세굴 조사 8건

댐 수중초음파 수중부 초음파 촬영 2건

상수도 상관식 누수탐사기 관로 누수탐지 4건

상수도 청음식 누수탐사기 관로 누수부위 파악 1건

터널 관거용CCTV 배수로조사 1건

터널 전자내시경 배수로조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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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서는 ‘안전점검 등 대행실적 정보공개’ 서비스를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안전진

단 전문기관별로 상위 실적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안전진단 전문기관별로 최근 1년

간 실적 상위 30개 기업을 선정하여 각 업체와 기관에서 보유한 첨단 기술 및 장비의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과 관련된 첨단 기술이나 장비의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물과 관련된 키워드, 점검항목과 관련

된 키워드, 진단과 점검, 장비와 기술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동시에 기재된 과제, 논문, 연구보고서, 특허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연구과제 2,305건, 논문 327건, 연구보고서 255건, 특허 64건이 검출되었다.

검색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Fig. 1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과제의 경우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논문의 경우 2015년에 42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여주었다. 연구보고서의 경우 2015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이다. 특허는 2018년이 특허 출원 후 미공개 기간임을 고려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즉, 연구과

제, 논문, 연구보고서, 특허 등 시설물 점검 및 진단에 사용되는 첨단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연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첨단 장비가 시설물 점검 및 진단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신기술 및 첨단 장비들이 시설

물 점검 및 진단에 활용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과제 논문

연구보고서 특허

Fig. 1. NTIS research trend survey results

첨단 기술 및 장비의 분류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위한 첨단 기술 및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기에 앞서 해당 기술이나 장비들의 활용 

목적과 사용 범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평가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첨단 기술 및 장비의 활용 사례, 진단 및 유

지관리 분야 상위 30개 기업 분석, 기술 개발 동향(과제, 논문, 연구보고서, 특허)분석을 종합하여 첨단 기술 및 장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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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용대상, 조사항목, 조사기법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첨단 기술 및 장비를 해당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Table 2와 같

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현재까지 첨단 기술 및 장비는 내구성평가, 안정성평가, 설비평가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용대상은 콘크리트, 강재, 계측(콘크리트/강재), 관로 등이 있으며, 조사항목은 균열, 들뜸/박리/박락, 표면온

도, 도장손상/부식, 피로균열, 변위/변형/피로, 누수 등이 있고, 조사기법에는 영상촬영법, 타음법, 광학법, 음향/음파법 등이 

있다. 

Table 2. State-of-the-art technology/equipment classification

사용목적 사용대상 조사항목 조사기법 장비 종류

내구성평가
콘크리트

균열 영상촬영법

고해상도라인카메라 장착차량

인공지능(AI)영상분석

스마트폰용 크랙게이지

영상기반크랙Mapping(2D,3D)

영상기반3D모델링

화상계측기

안전진단용 드론

수중 드론

CCTV로봇

들뜸/박리/박락
타음법 타음검사용 드론

영상촬영법 인공지능(AI)영상분석

표면온도 적외선법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강재 도장손상/부식 영상촬영법 인공지능(AI)영상분석

안전성평가

강재 피로균열 영상촬영법 무인이동체활용 영상촬영

계측

(콘크리트/강재)
변위/변형/피로

영상촬영법
고해상도 라인카메라 장착차량

화상계측기

광학법
레이저 변위계

3D Laser Scanner

설비평가 관로 누수 음향/음파법
상관식 누수탐사기

청음식 누수탐지기

첨단 기술 및 장비 상세 소개 및 분석

첨단 장비 기술분류표를 기준으로 미국, 일본 등 국외에서 활용되는 기술들을 추가로 조사하여 Table 3과 같이 사용목적, 

사용대상,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인공지능(AI)영상분석, 화상계측기, 고해상도 라인카메라 장착차량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목에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의 균열을 조사하는 첨단 장비의 종류가 드론, 로봇, 카메라 

등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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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roduction of state-of-the-art technology/equipment

장비 종류 사용목적/사용대상/조사항목 사진 활용 목적

안전진단용 

드론
[내구성평가/콘크리트/균열]

육안점검이 어려운 공간에 드론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획득하고 균열을 

점검(Park et al., 2017) 

수중 드론 [내구성평가/콘크리트/균열]

물 내부에서 주행이 가능한 드론으로 

사람이 점검하기 어려운 부위의 균열을 

점검(SQengineering, 2019)

CCTV로봇 [내구성평가/콘크리트/균열]

좁은 공간에 로봇을 주행시켜 

콘크리트의 균열을 점검(SQengineering, 

2019)

고해상도 

라인카메라 

장착차량

[내구성평가/콘크리트/균열]

[안정성평가/계측/변위·변형·피로]

차량 주행 중 콘크리트 균열 점검 혹은 

교량 이음부의 유간측정을 통한 변위, 

변형, 피로 점검(OUR brain 2019; 

KMTL 2019;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Research, 2018)

인공지능

(AI)

영상분석

[내구성평가/콘크리트/균열]

[내구성평가/콘크리트/들뜸·박리·박락]

[내구성평가/강재/도장손상·부식]

이미지 분석에 AI를 적용시켜 균열, 

들뜸·박리·박락, 도장 손상·부식 등의 

점검(JUDICO 2019)

스마트폰용 

크랙게이지
[내구성평가/콘크리트/균열]

스마트폰에 부착된 30배율의 현미경이 

균열을 촬영하고 원의 형태로 각 부분별 

균열의 크기를 표시(WELTWAVE, 

2019)

영상기반 크랙

Mapping

(2D, 3D)

[내구성평가/콘크리트/균열]

대상을 촬영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구조물의 형태와 균열을 함께 

Mapping하여 균열 점검(IPC, 2019)

영상기반

3D 모델링
[내구성평가/콘크리트/균열]

영상을 활용해 3D 모델을 구축하고 

콘크리트의 균열부위를 점검(FARO, 

2019)

타음검사용 

드론
[내구성평가/콘크리트/들뜸·박리·박락]

해머가 장착된 드론을 통해 콘크리트 

벽을 타격하여 발생하는 소리로 

콘크리트의 들뜸, 박리, 박락을 

점검(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2017)

무인이동체 

활용 영상촬영
[안정성평가/강재/피로균열]

무인이동체를 시설물에 주행시켜 

시설물(교량, 케이블 등)의 피로균열을 

측정하여 점검(IPC, 2019)

3D Laser 

Scanner
[안정성평가/계측/변위·변형·피로]

3D Laser Sanner를 통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변위, 변형, 피로 

점검(FARO, 2019)

청음식 

누수탐지기
[설비평가/관로/누수]

누수 부위에서 생기는 파열음을 

지상에서 가청 할 수 있게 변환시켜 

관로의 누수를 점검(Daesung 

engineeri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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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장비 검·인증 체계

동향조사 결과 도출된 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설물 점검 및 진단에 활용되는 첨단 기술 및 

장비의 성능평가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표준화 체계를 조사하고 각 국가에서 수행하는 이

들 기술 및 장비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표준화 체계에 대해 분석하고 

첨단 시설물 점검 및 진단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에 대한 대응 형태를 조사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위

한 첨단 기술의 성능평가 기본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의 표준화 체계 및 첨단 기술 도입에 대한 대응

미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기술, 검증 방법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표

준’을 강조하며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은 개별 산업 분야별 표준화 기구가 있는 다원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 표준(American National Standards; ANS)의 단일하고 일관성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중심적인 역할로 비영리 

민간 기구인 ANSI(Amerin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가 있다. ANSI는 미국 표준으로 제정될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

는 기관들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들의 표준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또한, 공인 

시험,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b). 시설물 

점검 및 진단에 활용되는 기술 중 드론과 관련하여 ANSI는 UASSC(Unmanned Aircraft System for Standardization 

Collaborative)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산업분야에 드론이 신속히 활용 될 수 있도록 각 산업 분야별로 드론과 관련된 표

준이나 가이드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8년도에 ANSI Standardization Roadmap for Unmanned Aircraft 

System을 발행하였다(ANSI 2018). ANSI에서 발행한 로드맵에 따라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에서는 Fig. 2와 같이 드론 활용 건물 파사드 점검에 대한 가이드를 2017년도부터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ASTM, 2018),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에서는 기존 크레인 안전 표준 항목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식을 추가하

여 기존 표준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Standardization Roadmap> <Guide for visual inspection of building facade using drone>

Fig. 2. Response of US for state-of-the-art technology/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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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위한 첨단 기술 및 장비의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표준화를 진행하여 상용화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민간주도로 표준화를 진행하며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첨단 기술 및 장비에 대한 

별도의 성능 검·인증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표준화를 통한 기술의 보급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표준화 체계 및 첨단 기술 도입에 대한 대응

일본은 민간에서 실질적인 표준화 작업을 담당하고 정부sms 국내표준의 공식제정 및 국제표준화를 위한 대응을 담당하

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공업표준조사회인 JISC(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에서 일본 표준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을 제정하지만, 각 정부 부처에도 표준 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표준에 대한 구

체적인 제안이나 제정 고시는 각 정부 부처에서 수행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b).

일본의 경우 2012년 사사고 터널 사고 등의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화된 인프라 유지관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은 인프라 유지관리와 재해대응 분야의 효율

성 향상을 위하여 2013년에 ‘차세대 사회 인프라용 로봇 개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현장검증을 진행하였다.

또한,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인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서는 민간 

기업들과 함께 시설물 점검 및 진단 분야에 활용되는 첨단 기술 및 장비의 성능평가 기준이나 운용 가이드를 작성하여 해당 

기술들이 실무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NEDO, 2018). NEDO는 Fig. 3과 같이 2018년에 시설물 점검 및 진단 

분야에 도입될 댐·하천 점검을 위한 수중 점검 로봇에 대한 성능 평가 지침과 드론을 활용한 교량 외관 조사(근접 사진)와 타

음 검사의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하였다.

<UAV for bridge inspection> <Underwater inspection robot for dam/river>

Fig. 3. Response of Japan for state-of-the-art technology/equipment(NEDO, 2018)

일본의 경우 미국과 비슷하게 민간주도로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연구

기관인 NEDO에서 첨단 기술들의 활용을 위한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히 도입 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또한, 

NEDO에서 개발한 교량 외관 조사 성능평가에 활용된 테스트베드는 교량 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다양한 기술을 검증

하는데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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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표준화 체계 및 첨단 기술 도입에 대한 대응

우리나라의 표준은 정부 주도의 국가표준과 민간 주도의 단체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단체표준은 외

국의 경우와는 달리 제도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형으로 발달하여 왔다(Choi, 2013).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은 한국산업표준

(KS)과 방송통신표준(KCS)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을 중심으로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

진다. 산업표준은 정부중심의 하향식으로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지나, 방송통신표준의 경우에는 민간중심의 상향식으로 표

준화 활동이 이루어진다. 산업표준에 대한 인증(KS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예하기관인 한국인정기구에서 

지정(인정)한 기관을 통해 공인 시험,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우리나라는 기술과 관련된 산업표준(KS)은 정부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현재 유지관리 분야

에 도입될 첨단 기술 및 장비를 위한 별도의 정부 주도적인 대응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안전점검 장비에 대해 ｢국가표준기

본법｣이나 ｢계량에 관한법률｣에 맞춰 검·교정 하여 활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러한 검·교정 방식은 ‘콘크리트 균열 측정 성

능’과 같은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항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능만을 검증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별도의 체계나 방법

을 개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항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성능평가 방법 개발 방향

시설물 점검/진단을 위한 첨단 기술 및 장비의 성능평가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신기술인증제도를 비롯한 관련 기존 제도를 참고하여 시설물 점검 및 진단에 활용되는 첨단 장비

의 성능검증 체계를 Fig. 4와 같이 제안하였으며, 기본적으로 1차심사, 성능평가, 2차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본 절

에서는 1차 심사 후 진행 될 ‘성능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성능평가 방법의 기본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Fig. 4. Performance ver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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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개발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에 활용되고 있는 성능평가 방법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2008년 제시

한 ‘얼굴인식 알고리즘의 성능시험 가이드(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2008)’를 참고하였다. 해당 성능평가는 얼

굴인식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분석 방법에 상관없이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

한 방식은 현재 상용화되거나 개발된 다양한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향후 새롭게 개발될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평가 

하는데 활용 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다.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장비를 위한 성능평가 방법 역시 현재 상용화되어 있거나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포함하여 향후 새롭

게 개발될 기술과 장비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앞 절에서 동향조사를 통해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위한 첨단 기술 및 장비의 개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해당 기술이나 장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신속한 시장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Fig. 5와 같은 성능평가 프로세

스 안을 제시하였다(Lee, 2019).

Fig. 5.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Lee, 2019)

해당 성능평가 프로세스는 기술이나 장비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 기술이나 장비가 목표하는 점검에 대하여 요구되는 목표 

성능지표를 개발하여 해당 성능지표를 만족할 경우 성능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프로세스는 Fig. 6처럼 조사항

목, 조사기법, 조사장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형태이므로 해당 프로세스가 적용될 합리적인 단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Fig. 6. Performance evaluation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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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에 활용되는 기술이나 장비의 경우 Table 4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1번 항목(해석 불

필요 기술/장비)의 경우 단순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이나 장비로 기존에 안전점검 장비에 대하여 검·교정하는 체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장비를 의미한다. 2번 항목(자동 해석 기술/장비)의 경우 측정값을 기술이나 장비가 자동으로 분석/

해석하여 최종 값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기술이나 장비의 성능에 따라 점검 및 진단 결과가 좌우되므로 성능평가가 체계적으

로 이루어 져야 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3번 항목(수동 해석 기술/장비)의 경우 측정값을 인력이 해석하여 최종 값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기술이나 장비의 성능과 측정값을 해석하는 인력에 대한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1번 항목(해석 불필요 기술/장비)의 경우 기존의 검·교정 체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의 범위에

서 제외하였으며, 3번 항목의 경우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3번 항목(수동 해

석 기술/장비)의 경우 사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별도의 성능평가 체계가 마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번 항목

(자동 해석 기술/장비)으로 분류된 기술이나 장비에 대하여 성능평가 개발 방향을 시범적으로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조

사한 기술들을 해당 분류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적으로 적용할 우선순위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Table 4. Technology/equipment classification criteria

구분 명칭 설명 특징

1

해석

불필요

기술/장비

직접적으로 조사항목(균열, 변위 등)의 측정

값(물리량)이 도출되는 기술/장비

단순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기술이므로 기존의 ｢국가

표준기본법｣이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교정 방식

으로 충분함

2
자동 해석

기술/장비

측정한 값을 자동으로 분석/해석하여 조사

항목의 측정값을 도출하는 기술/장비

장비/기술의 성능에 따라 시설물 점검 및 진단 결과가 자동으

로 도출되므로 성능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이 있음

3
수동 해석 

기술/장비

측정한 값을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인력에 

의한 해석을 통해 조사항목의 측정값을 도출

하는 기술/장비

장비/기술의 성능보다는 인력에 의한 해석에 따라 시설물 점

검 및 진단 결과가 도출되므로 장비/기술의 성능평가만으로

는 성능을 평가하기 어려움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우선순위 도출 및 성능평가 개발 방향 설정

제시된 성능평가 프로세스가 적용될 합리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성능평가 프로세스가 적용될 기술이나 장비들을 분류하

기 위하여 협회, 공무원, 유지관리 업체 임원, 관련 업종 종사자 등(4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기술이나 장비의 시급성, 기술 분류를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받고, 이를 토대로 해당 성능평가 프로세스를 시범적

으로 적용할 우선순위와 적용대상을 도출하였다.

성능평가 프로세스 적용 단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인터뷰 결과 ‘조사기법, 조사장비’를 대상으로 성능평가 기준을 개발 할 

경우 기술 개발이나 발전의 목표로 적용되어 지나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조사항목’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기본적인 측정 방법과 요구되는 목표성능을 제시하여 결과에 따라 성능을 검증하는 체계로 개발

되어 자유로운 기술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형태로 진행 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성능평가 프로세스 적용을 위한 

기술 분류와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는 Table 5와 같이 도출되었다.

분류 결과, 1번 항목(해석 불필요 기술/장비)으로 분류된 항목은 없었으며, 안전진단용 드론, 수중 드론, CCTV로봇,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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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타음 검사,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청음식 누수탐지기 등은 3번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고해상도 라인카메라 장착차량, 

상관식 누수탐사기의 경우 2번 항목(자동 해석 기술/장비)과 3번 항목(수동 해석 기술/장비)에 겹치는 답변이 많아 정확한 분

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머지 12개의 기술이나 장비들은 모두 2번 항목(자동 해석 기술/장비)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할 성능평가 지침은 2번 항목(자동 해석 기술/장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류된 2번 항목(자동 해석 기

술/장비)들의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균열이 6개로 가장 많았으며, 들뜸/박리/박락 1개, 도장손상/부식 1개, 피로균열 1개, 변

위/변형/피로가 3개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2번 항목(자동 해석 기술/장비)으로 분류된 기술이나 장비 중에서 균열과 변위/변

형/피로를 점검하는 기술이나 장비가 많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시급성에 있어서도 변위/변형/피로의 항목을 조사하는 

레이저 변위계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앞서 기술 분류에서 3번 항목(수동 해석 기술/장비)으로 분류된 장비/기술을 제외하면 

레이저 변위계, 고해상도 라인카메라 장착차량, 인공지능(AI)영상분석, 영상기반3D모델링, 영상기반크랙Mapping(2D,3D), 

3D Laser Scanner 순으로 순위가 나타났다. 이는 모두 균열과 변위/변형/피로의 항목을 조사하는 기술이나 장비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번 항목(자동 해석 기술/장비)으로 분류된 장비/기술이 많은 동시에 성능평가 검·인증 체계 도입의 시급성이 높다고 도출

된 ‘균열’과 ‘변위/변형/피로’의 조사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지침을 시범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Table 5. Classification result

사용목적 사용대상 조사항목 조사기법 장비 종류 분류 시급성

내구성평가
콘크리트

균열 영상촬영법

고해상도 라인카메라 장착차량 2 2

인공지능(AI)영상분석 2 3

스마트폰용 크랙게이지 2 14

영상기반크랙Mapping(2D,3D) 2 6

영상기반3D모델링 2 4

화상계측기 2 17

안전진단용 드론 3 5

수중 드론 3 9

CCTV로봇 3 11

들뜸/박리/박락
타음법 타음검사용 드론 3 18

영상촬영법 인공지능(AI)영상분석 2 12

표면온도 적외선법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3 12

강재 도장손상/부식 영상촬영법 인공지능(AI)영상분석 2 6

안전성평가

강재 피로균열 영상촬영법 무인이동체활용영상촬영 2 15

계측

(콘크리트/강재)
변위/변형/피로

영상촬영법
고해상도 라인카메라 장착차량 2,3 10

화상계측기 2 16

광학법
레이저 변위계 2 1

3D Laser Scanner 2 8

설비평가 관로 누수 음향/음파법
상관식 누수탐사기 2,3 19

청음식 누수탐지기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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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 점검 및 진단 기술 검·인증을 위한 성능평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S)의 최근 5년간 보고서 분석 ,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와 안전진단 전문기관 상위 30개 업체의 보유 기술 조사, NTIS에 등

록된 관련 연구 개발 동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기술이나 장비의 성능을 검·인증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체계를 분석하고 이

를 한국과 비교하여 시설물 점검 및 진단 분야에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이나 장비의 성능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이후 전문가 인터뷰, 설문 조사를 통해 성능평가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한 단계를 설정하고 성능평가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대상은 ‘균열’과 ‘변위/변형/피로/이며, 이는 이들 조사항목과 관련된 

첨단 기술 및 장비가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한 결과 ‘장비종류’ 단계의 모든 기술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은 비효율적이고, 자유로운 기술 개발에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항목’ 단계에서 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새롭게 도입될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본 연

구에서는 표준화된 시편이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기술의 종류에 관계 없이 제시된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 성능을 인정하

는 방식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향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점검과 진단을 위한 첨단기술 및 장비의 구체적

인 검인증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시장의 효율화와 시설물 유지관리의 내실을 기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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