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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프로세싱을 활용한 생산성 정보 측정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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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mage Process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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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ion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are key focus areas in construction industry for any 

nation. There have been frequent delays and cost overruns in construction projects and poor productivity is one 

of the major contributions. For this reasons,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studies performed on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productivity for several decades. However, measuring productivity on a construction 

job site is still not an easy work. Because collecting reliable data consistently from the job site requires a lot of 

personnel efforts causing extra time and cost. This paper provides a basic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mage 

processing technology for measuring unit productivity. It presented the possibility of unit productivity 

measurement by image processing technology through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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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낮은 생산성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공기지연과 비용초과의 주요

한 원인이 되므로 생산성의 향상은 건설업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으나, 기존의 방

안들은 수동적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신뢰할만한 현장작업 생산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기

엔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는 건설 현장에서의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생산성 정

보 수집을 위해,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적용한 단위 생산성 정

보 측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장 촬영한 영상을 이미지 프로세싱을 활용해 기성

물량과 노무자 투입시간을 측정하여 단위 생산성을 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영상 분석을 통해 노무자 투입시간을 측정하고, 

워크샘플링을 이용해 이미지를 추출하여 기 개발한 기성물량 측

정 알고리즘을 통해 기성물량 진도율을 측정한다. 두 데이터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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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단위 생산성을 측정하고, 사례분석 통해 시스템을 검증하

였다. 연구의 범위는 거푸집 설치 작업에 대한 단위 생산성 측정

으로 한정한다.

그림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기존연구의 고찰

분류 연구자 연구내용

Image 
processing

활용

Jie Gong 외 
1인 (2010)

Video interpretation model을 활용한 
콘크리트 기둥작업 중 버킷의 생산성 측정

Jie Gong 외 
1인 (2011)

Bag-of-Video Feature Words model을 
활용한 거푸집 설치 작업자의 작업 모션 분류

IT 기술 활용

Hildreth 외 
1인 (2005)

GPS를 활용한 토공사에서 덤프의 이동위치와 
시간 데이터 수집

오세욱 외 3인 
(2004)

PDA와 bar code를 활용한 웹기반의 노무정보 
수집

Manual 
방식

Song 외 1인 
(2008)

Historical data와 Neural network을 활용한 
생산성 측정 및 예측

윤자영 외 2인 
(2010)

워크샘플링을 활용한 공동주택 거푸집공사 
생산성 측정 및 분석

표 1. 생산성 관련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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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표 1.에서처럼 다양한 방법들

을 사용하여 측정되어 왔다. 수동적인 방법은 가장 정확하나, 인

력 의존도가 크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IT 기술을 활용

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속적이고 정확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Image Processing을 활

용하고 있다.

그림 2. 단위 생산성 측정 프로세스

3. 단위 생산성 측정 방안

건설현장의 환경(햇빛, 그림자, 날씨 등)은 항상 변한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은 색을 인식하여 작업조를 구분하기 때

문에 이런 방해요소를 보정하기 위한 과정이 Cb, Cr값 세팅이다. 

YCbCr은 영상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색공간의 일종으로써, Y는 

휘도 성분이며 Cb와 Cr은 색차 성분이다1). 그림 3.은 Cb, Cr값 

세팅화면 모습이다. 인식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하여 배경의 방

해요소의 간섭을 줄이고 작업자의 안전모와 안전조끼의 색을 선

명하게 인식하여, 색에 따른 작업조를 구분하여 인식하기 위한 과

정이다.

그림 3. Cb, Cr 값 세팅

추출한 영상을 분할하여 워크샘플링을 통해 원하는 작업의 단

위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다. 단위 생산성을 측정하여 짧은 시간

에 끝나는 작업에 대한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다. 그림 2.는 단위 

생산성 측정의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4. 사례 적용 및 결과 분석

그림 4. 작업조 인식 화면

1) http://ko.wikipedia.org/wiki/YCbCr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현장 작업 

영상을 바탕으로 단위 생산성 측정을 위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

다. 그림 4.는 작업조 인식 영상 추출을 통해 생산성 데이터를 측

정한 모습이다. 오른쪽 아래에 작업조의 투입 시간과 투입률, 투

입인원, 전체 작업시간이 표현된다. 이 영상을 워크샘플링 하여 

기존에 개발한 기성물량 측정 알고리즘을 통해 단위 생산성을 측

정하였다. 표 2.는 워크샘플링을 통해 단위 생산성을 측정한 결과 

값이다. 각 색깔별로 측정된 작업자의 수, 실작업시간, 인식시간

과 기성물량 측정 알고리즘을 통해 인식된 작업면적을 이용해 단

위 생산성 P를 구하여 나타낸 것이다.

분
류

Red Green Blue
작업
면적
(m2)

P
(m2/sec)N

실작업
시간
(sec)

인식
시간
(sec)

N
실작업
시간
(sec)

인식
시간(
sec)

N
실작업
시간
(sec)

인식
시간
(sec)

1 1 121.62 109.7
9 0 0 0 1 139.13 138.5

8 4.86 0.035

2 1 133.92 126.2
5 0 0 0 1 132.62 121.54 3.24 0.027

3 1 110.21 107.5
4 0 14.17 0 1 139.96 139.9

6 1.62 0.012

표 2. 단위 생산성 결과 값

    

이와 같이 Image Processing을 활용해 작업조의 인식을 통해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단위 생산성을 측정하여, 팀 단위의 생

산성 정보 측정이 가능하다. 이 정보의 축적을 통해 다양한 방면

에 적용이 가능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생산성 데이터 측정 및 활용방안으로 Image 

Processing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단위 생산성 측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단위 생산성 데이터분석을 통해 팀 단위의 생산

성 비교 분석 및 WBS와 연계한 기성물량 체크, BIM 모델과의 연

계를 통한 작업 예측과 시뮬레이션, 작업일보에 단위 생산성 데이

터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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