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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각종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은 주된 위험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장에서 관리자가 직접 작업자

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감독할 수 있지만 관리자가 항상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 한계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모 착용 여부를 딥러닝 기반으로 인식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객체 인식 알고리즘인 YOLO를 사용

하여 현장에서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인식한다. 다음으로는 인식된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상황을 판

단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건설 현장의 위험 상황을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각종 산업 건설 현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위험

이 도사리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재해

현황은 매년 평균 95,514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1,926명의 재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산업 현

장에서 평균적으로 매일 26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

며, 이 중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

다[1].

(그림 1) 재해자 수

(그림 2) 사망자 수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안전모 등 안전 조치가

미비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 위험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3,545개 건

설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업장은 2,448개(69.1%)였

다. 이 중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개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 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이 1,156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일제 점검을 실시했을 때 2/3이 넘

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지적된 것

이다[2]. 이 중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

도 있는 만큼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 하

ACK 2021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권 2호)

- 884 -



는 현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기존 산업 건설 현장에는 관리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자들의 안전모 착용을 감독하거나 작업 영

상을 통해 감독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을 관리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관리자가 수시로 현장 또는 영

상을 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관리자가 작업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감독

하여 산업 건설 현장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감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을 제

안하고자 한다. 관리자는 시간적, 인적 비용을 최소

화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더 확실히 관리할 수 있으

면서도, 관리자와 작업자 간의 비대면 업무가 가능

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제 2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제 3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소개한다.

2. 딥러닝 기반의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작업

자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위해 먼

저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탐지하고자 한다.

객체 인식을 위해서는 YOLO 알고리즘[3]을 사용한

다. YOLO 알고리즘은 You Only Look Once의 약

자로, 객체 인식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YOLO는 원본 이미

지를 동일한 크기의 SxS개로 분할한 후, 각 영역

중앙을 중심으로 미리 정의된 형태로 지정된 경계

박스의 수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계산

하여 객체의 클래스와 그 위치를 찾는 네트워크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4-6]. YOLO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안전모를 쓴 작업자의 이미지와 안전

모를 쓰지 않은 작업자의 이미지를 학습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자의 안전모를 감지하기 위해

roboflow의 오픈된 데이터셋 중 하나인 Hard Hat

Workers 데이터셋[7]의 416*416 크기의 7,041개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5,269개의 train 이미지와

1,766개의 test 이미지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림 3은 안전모를 인식한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인식 된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상황

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시스템에서

는 객체 인식을 수행하고, 사람이 인식 되면 안전모

를 착용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모를

인식한다. 만일 사람이 인식되지 않았거나, 인식 된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했다면 새로운 객체 인식을

기다린다. 하지만 사람이 인식 되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상황으로 인지하여 알림

을 주도록 한다.

(그림 3) 인식 결과

(그림 4) 위험 상황 인식 알고리즘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의 주된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

여 작업자에 대한 YOLO 기반의 안전모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로

산업 건설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작업자의 안전관

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향후 연구로는 안전

모 외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해 인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1R1C1C2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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