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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9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결과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2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전체 사고자 중 두부 손상을 입은 비율이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1]. 고용

노동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2021.7)’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32.6%를

차지하였다[2]. 우리는 ICT기술을 활용해 안전모의 기능개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모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IoT 센서

들과 딥러닝 영상분석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모 서비스는 작업 전 부정착용 방지, 작업 중 위험감지,

사고 발생 시 빠른 감지를 통한 신속한 대처를 목표로 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지난 21년 3월 2일 서울시 강서구 작업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조사결

과 이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미착용 하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청근로자의 사망사고

비율 중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는

15.1%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5월 31일에도 질소가

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본 연구를 통해 ICT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작

업 전 부정착용 방지, 작업 중 위험감지, 사고 발생

시 빠른 감지를 통한 신속한 대처를 목표로 하는 스

마트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본연구를

통해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모를 통해 안

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안전장구에 IoT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사고를 줄

이려는 노력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진행됐다.

“아두이노를 이용한 스마트 안전모”[3]에서는 센

서 감지를 통하여 근로자의 위험 상태를 관리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딥러닝을 이용한 마

스크 착용자의 안전모 착용 감지 연구”[4]에서는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모 착용 감지를 할 수 있

는 모델을 제시하고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안전모

객체 탐지 모델을 개발하였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

를 이용한 안전모 착용 확인 시스템”[5]에서는 안전

모의 턱끈에 센서를 부착하여 안전모 미착용 확인을

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진행이

빠른 실제 현장에서 작업자 사고 예방과 위험감지,

사고 발생 시 대처 모두를 아우를 수 없어 작업자는

안전모 선택에 제약이 생기고 안전모 미착용 확인

방식이 센서나 영상인식 중 한쪽에 국한되어 페이크

(부정착용) 판별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고 예방과 위험감지 및 사고 발생 대처까지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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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자 한다. 센서와 딥러닝 영상기술을 혼용하여 안전

모 미착용 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사고 감지를 위하

여 가스 센서와 모션 센서를 사용하였고 사고 대처

를 위해 근로자 현재 위치와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3. 본론

3.1 센서기반 안전모 착용 여부 인식

1) 압력 센서

압력 센서는 두부에 부착한다. 더 많은 힘이

가해지면 저항이 감소하여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의 경우 미세한 압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압력 센서의 값이 0이 나오면 부정착용으로

간주한다.

<그림1. 압력 센서 실험 그래프>

2) 초음파센서

5μs의 짧은 펄스를 신호로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초음파센서는 정수리 부분에 부착하여

3cm 이상으로 거리가 벌어질 경우 부정착용으로

간주하여 보고한다.

<그림2. 초음파 센서 실험 그래프>

3) 온도 센서

온도 센서 또한 정수리 부분에 부착한다. 온도

센서는 34.5C이하 혹은 38.5도 이상일 경우

부정착용으로 간주한다.

<그림3. 온도 센서 실험 그래프>

4) 착용 여부 판단

세가지 센서의 기준값을 모두 충족해야 안전모를

정확히 착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착용으로 판단한다.

센서의 기준값을 충족 여부에 따라 bluetooth

모바일 앱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안드로이드와

연결된 아두이노는 앱으로 시리얼값을 보내고 app은

service에서 실시간으로 센서값 판단에 대한 데이터

값을 전송받아 안전모 미착용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3.2 작업 중 위험 요소 인식

1) 안전모 미착용 영상인식

yolov5를 활용하여[6] 데이터셋(4GB, train images

약 15,000개)을 사용하여 학습한 가중치 모델을

기반으로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판단한다.

Precision(정밀도)가 94%~95%로 학습되었고

Recall(재현율)이 92%~94%로 학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합성곱 신경망(CNN)의 모델 성능 평가를 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mAP(mean average precision)를 보

면 IoU가 0.5보다 클 때는 96%이상의 정밀도를 보

이고 0.5부터 0.95까지의 IoU에 대한 평균

ap(average precision)는 60%를 상회한다.

<그림4. 데이터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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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학습된 모델로 인식시킨 예시 사진>

작업자의 동작이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안전모 미

착용 확률이 85% 이상일 시 OpenCV의 imwrite 함

수를 이용하여 라즈베리파이에 사진을 캡쳐하여 저

장한다.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영상 인

식 코드(detect.py)를 라즈베리파이의 실행과 함께

10초의 딜레이를 갖고 켜지도록 설정한다. autostart

에 코드를 추가하여 라즈베리파이 윈도우 실행 명령

인 startx까지 모두 실행한 후에 명령어를 실행하므

로 crontab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가능하게 개발하였

다. 라즈베리파이에서 서버의 핑을 받아오는 방식을

사용하여 와이파이 통신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

인 후 연결되었다면 ssh 원격 접속 프로토콜을 기반

으로 scp 명령어를 사용하여 AWS 서버에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다.

라즈베리파이의 crontab을 사용하여 설정한 주기로

파일 전송 코드(wifi_uploader.sh)를 실행한다.

<그림6. AWS 서버로 전송된 파일 확인>

2) 추락 감지

안전모와 핸드폰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작업 중

에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모션 센서(자이로스코프, 가속도, 지자기)를 활

용하여 알고리즘을 구축한다. 가속도 센서나 자이로

센서를 바로 사용하기에는 오차가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터링 작업이 필요하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실시간 낙상 감지”[7]의 계산식으로 가

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회전 행렬을 구한다.

 











  
  
  

오일러 각에 비해 계산이 빠르고 직관적인 쿼터니

언으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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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니언 원소들을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회전량

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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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진 각도의 변화량을 절댓값 처리를 하여 기준

값 이상 회전이 감지될 시 추락 가능성을 파악한다.

각도의 변화량을 합산한 값이 기준값 미만일 경우

가속도 변화량과 관계없이 추락이라고 감지하지 않

는다.

∥∥  
   

   


가속도 센서 값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

SMV(Signal Vector Magnitude) 값이 기준값(35)

이상일 경우 작업자의 추락이라고 판단한다.

추락이라고 판단되면 작업자의 GPS(위도, 경도)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 뒤 관리자 핸드폰으로 Push

알림을 전송한다.

<그림7. 관리자 앱에 표시되는 추락 감지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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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 누출 감지

<그림8. 가스 센서 실험 그래프>

“일산화탄소감지기 안전실태 조사”[8]에서 산업안

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장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를 15분 이하를 기준으로 200ppm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본 논문에 쓰인 가스 센서의 기준값을

200ppm으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해

당 센서가 유의미한 값을 낼 수 있는지 CO 농도 데

이터를 얻기 위해 10초간 3회에 걸쳐 실험하였다.

다음의 그래프는 CO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ppm

농도 값을 보면 CO를 주입하지 않은 평소에는 30

언저리에 머물지만, CO를 주입한 후에는 대부분의

값이 200을 웃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준값을 200ppm으로 결정할 수 있었

다.

4. 결론

본 논문은 현재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비율이 높은 안전모의 기능적인 한계를 극복해 작업

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

다. 가스 감지, 안전모 부정 착용 방지, 작업자 관리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단순히 이론

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선행 연구에서

는 한 가지 기능만을 다뤘던 반면에 해당 연구는 다

양한 기능을 선보임으로써 선행 연구들에서 있었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소

저렴한 센서들을 썼고, 영상인식에 데이터가 부족하

여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설계에만 그치지 않았고, 작

동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 쓰인

모델보다 고가의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사용하고,

영상인식에 데이터를 늘리고 학습 횟수를 증가시켜

보다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사용한다면, 안전모로

인한 사고와 작업장 내에서의 사고를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작업장에서만

이 아니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대여 서비스 등에서

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한

ICT멘토링 프로젝트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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