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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논문에서는 고소 작업자의 위험 행동 분석을 위해 딥러닝 기법 중 연속적인 데이터 분석에 적합하며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

여주는 LSTM 알고리즘을 이용해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모델을 위해 학습 데이터는 안전벨트에 자이로센서 등을 

부착해서 실험하였다. 시스템은 작업자의 5가지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으며, 96%의 정확도를 얻었다.

키워드: 작업자안전관리(Worker‘s Safety Management), 작업자 행동(Worker Behavior), 딥러닝(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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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고소 작업 산업현장의 작업자 안전을 위해 작업자의 위험 행동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으나 아직도 떨어짐과 넘어짐의 비율이 높다[1]. 

이런 사고 발생의 원인은 위험 행동 기준은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거나 고소 작업 중 위험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기존 시스템을 

통하여 안전고리와 안전벨트 내의 안전 고리의 FSR 센서를 통해 

안전벨트 체결여부를 확인하고 가속도 데이터 기반 행동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하고자 하였지만, 위험행동에 대한 규칙 기반 방식의 

행동 인식은 복잡한 행동을 분류해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2].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행동 유형을 

인지하기 위해 딥러닝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의 한 종류

인 LSTM(Long Short-Term Memory) 모델을 기반으로 한 행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II. Analysis of Worker Behavior

1. Worker’s Data collection

작업자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 

센서의 종류로는 환경, 가속도, 위치, 생리, 신호, 심박수, 호흡 등의 

센서가 있다. 비용과 작업자의 휴대성, 행동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센서를 선택해야 해야한다. 센서는 가속도를 선택하였고 

MPU6050으로 가속도값과 자이로값 6축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행동 데이터의 값의 변동을 업애기 위하여 일정한 센서의 위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벨트 허리부분에 MPU6050을 고정시키고 

데이터 수집 및 실험을 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행동 인식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고 다수의 작업자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만족되는 유연성 

있는 모델을 구성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두 명의 실험자가 5가지의 

행동 (standing, walking, running, walking upstairs, walking 

downstairs)을 0.1초 단위로 각각 만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총 

10만개의 데이터가 연구 진행에 활용되었다. Fig. 1은 Kalman Filter

를 적용 시킨 데이터의 변화이다. 센서에는 노이즈가 있으므로 학습을 

시킬 때 학습의 효율이 저하된다. 센서의 노이즈 제거를 위해 Kalman 

Filter를 거쳐 총 6축, Gyro(x, y, z), Accel(x, y, z)가 수집되었다.

Fig. 1. Kalm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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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havior Data analysis

Fig. 2. Worker’s Behaviour Data Set

본 실험 에서는 RNN의 한 종류인 LSTM(Long short-term 

memory)를 사용하였다. 기존 규칙 기반 행동 인식은 연속적인 행동 

데이터을 하나의 데이터로 기준값을 도달 시 행동을 분류하였다.[2] 

하지만 이 규칙 기반 행동 인식은 더 복잡한 행동을 분류해내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LSTM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함

으로써 더 많은 행동을 분류할 수 있었다.

3. Experiment

모델을 구성하기 전 데이터를 나누는 작업을 하였다.

Fig. 3. Cross-Validation

학습된 모델을 통해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Cross-Validation기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로 8:2 나누고 학습데이터를 4분할 시켜 

4개의 검증셋을 만들었다. 4개중 3개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고 나머지 

하나의 셋은 검증을 하여 튜닝을 하는데 사용한다. 이 4개의 데이터를 

번갈아가며 학습과 검증, 튜닝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테스트셋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확인한다. 초기 실험은 LSTM layer를 하나로 

이용하였으나 정확도는 0.18에 그쳤고 학습량을 늘려본 결과 60번에

서 0.24로 더 이상 정확도의 큰 상승폭이 없었다. 학습량으로는 더 

이상 정확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layer를 추가하였다. 

Fig. 4 LSTM 모델 / 정확도 (1)

데이터의 라벨링되어있는 분류값들을 One-hot Encoding을 하고 

마지막 layer에 softmax를 추가하였다. 20번 학습에 0.28과 40번 

학습에서 0.42로 더 이상 정확도가 상승하지 않았다.

Fig. 5 STM 모델 / 정확도 (2)

layer에 Dropout을 하고, LSTM Layer를 3개로 늘렸을 때 가장 

결과가 좋았고 학습량을 60으로 주었을 때 0.96의 정확도가 나왔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고소작업중 작업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딥러닝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기존 규칙 기반, CNN, KNN등의 

모델이 있었지만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RNN-LSTM모델을 기반으로 여러 복잡한 작업자 

행동을 분석한 결과 0.96이라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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