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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abor attendance management has traditionally been carried out by writing a table for checking an attendance 
of labor, which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 As electronic devices with additions such as barcodes, Quick 
Response codes, an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 have been developed, however, automated labor attendance 
management systems have appeared. Recently, various types of labor recognition devices converged with biometrics 
(fingerprint, vein, face recognition, etc.) have been released. However, although these devices can be used to check 
attendance automatically, there is insufficient guidance when it comes to selecting the appropriate labor attendance 
management system for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decision framework to determine which 
labor attendance management system would be suitable for a construction site and to select the labor recognition device.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t labor recognition devices, focusing on how they worked, and tested the performance 
of devices and their usability for construction labor attendance management.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RFID is most 
suitable when verifying the attendance of many laborers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e devices for hand vein and 
fingerprint recognition did not function when there was a foreign material such as cement or paint on the laborer's 
hand, except for a deformed finger. Reflecting these test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a framework for selecting a labor 
attendance system and recognition device;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ore efficient labor 
management systems.

Keywords : Labor Attendance Management System, RFID, Finger Vein, Fingerprint, Face Recognition

* Corresponding author: Chin, Sang-Yoon, Department of 

Construction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440-746, Korea  

E-mail: schin@skku.edu

Received April 23, 2015: revised May 13, 2015

accepted May 27, 2015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출역관리는 건설현장에서 보안 및 출입통제, 근태관리, 안

전관리, 노무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매우 기본적인 관리 요

소 중 하나이다. 출역관리는 출역일보 또는 출역점검표 작성

에 의해 이루어지고, 출역일보는 작업일보와 마찬가지로 당

일의 출역인원, 작업내용, 근무시간 등을 작성하여 현장의 기

초적인 정보로 활용된다(Won 2005). 현장 관리자들은 매일 1

회 이상 업체별 당일 출역 현황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방식으

로 관리하고 있다(Kim 2004).

건설현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현장에 출입할 경우, 안전

사고나 자재 도난 등과 같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마감공사의 경우, 투입된 인

력과 해당 인력의 전문성에 의해 생산성 및 시공품질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출역인원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Kim et al. 2011). 또한 출역관리의 대상이 되는 노무자들은 

고용형태에 따라서 출역한 일수와 물량에 의해 노무비를 산

정 또는 지급하기 때문에 출역관리 정보가 노무비를 산정하

는 근거가 된다. 또한 출역관리 자료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

후에도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노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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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의 수집과 파악이 다소 많은 인력과 시간을 요구하더

라도 현장관리자에게는 중요한 업무이다(Kim 2004).

전통적으로 출역관리는 출역점검표 작성에 의해 이루어졌

으나, 업체별 출역현황을 점검하고 기록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었다. 공사관리시스템(PMIS)과 같이 출역현황

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설현장에 출역관리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정보시스템 구

축으로 인해 시공사들은 인력관리 측면에서 가장 많은 효과

를 보고 있으며, 관리자 인력이 절반이나 감소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Yu et al. 2008).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출역

관리시스템은 바코드(Bar-Code), QR코드, RFID 등과 같은 

매체인식(medium recognition)에서부터 지문, 정맥, 얼굴 등

과 같은 생체인식(biometric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식 기

술(Personal Identification)들이 적용되고 있다(Kim 2004). 

그 중 RFID는 자재 및 물류관리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초기

구축비와 카드분실 및 재발급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큰 단점

이 있다(Choi et al. 2011b). 또한 QR코드는 스마트폰의 GPS 

기능과 함께 적용되어, RFID 카드의 재발급 비용을 보완하고 

있으나, 대리출석은 예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대리

출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체인식 기술의 도입이 검토

되었으나, 건설노무자들의 경우 지문이 손실된 경우가 많아 

일괄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4).

출역관리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양한 인식 장비들은 각기 다

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참여자들은 자신의 여건에 

맞는 인식장비들을 선정하길 원한다. 그러나 현재 출역관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인식장비의 선정을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건설참여자들은 자신의 현장에 맞는 출역관리시스템을 

과거 자료 또는 공급하는 업체 측의 의견을 토대로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건설현장 마다 

적합한 출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출역관리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양한 인식장비들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의

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출역관리시스템에는 매체에서부터 생체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인식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출역관

리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양한 인식장비 중에서 RFID, 지문, 

손혈관, 얼굴인식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의

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생체인식 시장 규

모에서 53.3%로 지문인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얼굴인식, 손혈관 순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Security 

WorldMag 2009). 그리고 생체인식을 제외한 매체의 경우, 

바코드, QR코드, RFID 등이 출역관리시스템에 적용되는데, 

바코드는 복제가 가능하여 보안에 취약하고, QR코드는 스마

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QR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2장에 추가로 설명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역관리 또는 출결관리시스템에 적

용되는 매체 중에서 가장 인식율이 높고 인식속도가 빨라 효

율성이 높은 RFID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생체인식 기

술 중에서는 지문, 손혈관, 얼굴인식을 출역관리시스템 선정

을 위한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 절차는 우선 기존 문헌고찰을 통해 건설현장의 특수

성과 출역관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조사하고, 

실무자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건설현

장에서 발생하는 인식장비별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

한 조사결과들을 속성나열법(Attribute Listing)에 의해 장비

선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열하고, 이를 인식 

장비 성능테스트를 위한 측정 지표로 활용함으로써 출역관리

시스템의 인식장비별로 성능을 테스트하였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출역관리시스템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를 제시하고자 한다(Fig. 1).

Fig. 1. Research Procedure 

2. 건설현장의 출역관리시스템

2.1 건설현장에서의 출역관리

건설현장에는 상시 근로자 외에 일용직 근무자까지 많은 

인력들이 출입하고, 출퇴근시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

에 많은 인력들의 출입을 확인해야한다. 과거에는 출역점검

표를 작성함으로써 수작업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출역관리시스템의 등장으로 

자동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역일보 출력을 통한 문서

화가 가능해지고 있다(Kim 2004).

현장 규모에 따라서도 출역관리 인원은 다양해지는데, 현

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구조물인 두바이의 버즈칼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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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입된 인원은 최대 1만 2천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

했다(Burj Khalifa 2015). 반면 공사금액이 20억 미만이거나, 

출역인원이 200명 이하인 소규모 건설현장도 존재한다(Go 

et al. 2013).

최근 공종 세분화로 인해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고, 

출역일보에 기재되는 정보들은 노무비 지급, 보안 및 안전관

리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협력업체들이 출역인원을 조작하여 노무비를 많이 

지급받으려는 경향이 있다(Kim 2004, Won 2005). 이를 방

지하기 위해 RFID 또는 생체인식 기술이 적용된 출역관리시

스템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2.2 출역관리시스템의 종류 및 특징

2.2.1 RFID

RFID를 활용한 출역관리시스템은 RFID 작동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카드 리더

기가 노무자의 RFID 카드 정보를 읽는 수동형 방식이 있고, 

RFID 카드가 스스로 리더기에 정보를 전달하는 능동형 방식

이 있다(Kim et al. 2008). 리더기에 의해 입력된 노무자 인

식 정보는 해당 서버로 전송되어 관리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

해 RFID는 공사관리시스템(PMIS)와 연계하여 인력뿐만 아

니라 자재 및 물류관리에도 적용되면서 건설사업관리 도구

로써 각광받고 있다(Lu et al. 2011). RFID는 철골, 레미콘 등

과 같은 자재의 위치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 상황 및 진도관리

까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Yoon and Chin 2011). 노무자의 안전모에 RFID 태그를 부

착하여 노무 위치, 생산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Navon and 

Goldschmidt 2002).

RFID는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

로 7098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Park 2013). 그러

나 건설참여자들의 48%가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RFID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An et al 

2011). 그 밖에 RFID 카드의 소지성, 카드 재발급에 따른 유

지비 증가와 같은 문제, 대리 출석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

으며, 실제로 절반이상의 사용자들이 휴대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였다(Park And Yun 2008).

2.2.2 SmartPhone(QR code)

기존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은 스마트

폰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실행되며, 이러한 어플

리케이션은 QR코드를 생성하고 인식시킴으로써 관련 정보

가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출역관리시스템과 같은 정보관리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어플

리케이션이 생성한 QR코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QR코드를 이용하여 출역관리 뿐만 아니라 노무자의 안전관

리 지적에도 활용될 수 있다(Choi et al 2011b).

그 밖에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위치추적 장치(GPS)로 

노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연구가 있으며, 

PMIS와 연계를 통해 자재관리, 안전관리 등의 건설관리 업

무를 지원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Ahn et al. 2012, Lee 

et al. 2011, Kim 2011). 

QR 코드는 1997년 AIM 국제표준으로 인정되었으며, 최초 

개발자 덴소웨이브(Denso Wave)가 특허권을 포기하면서 모

든 사용자들이 QR코드를 얼마든지 생성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RFID에 비해 카드 재발급에 따른 유지비가 크지 않

은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이나 출역인원이 적은 현장의 경우 

장비 설치비용의 부담이 없는 스마트폰 기반 출역관리에 대

한 수요가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모든 인력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An et al. 2011). 스마트폰

을 사용하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요구된다. 이

는 자동화된 출역관리시스템 사용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

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매체인식을 대표할 

수 있는 RFID를 연구범위로 제한한 것이다. 

2.2.3 지문 

지문인식은 국내 보안시장에서 절반이상의 규모를 차지하

는 생체인식 기술이며, 최근 스마트폰에도 적용되고 있어 실

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 현장에서는 주로 노

무관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으며, 전자입찰제도에 대리입찰

방지를 위해 지문인식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Kim 2004, Ha 

2002, Kim 2013) 

그러나 건설노무자들의 경우 지문이 손실된 경우가 많아 

지문인식을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Choi 2004). 또한 

위조 생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문의 위조 및 복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문인식은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기술이다(Choi et al. 2006).

2.2.4 손혈관

손등 정맥과 마찬가지로 손혈관은 적외선 조명과 

CCD(charge coupled device)카메라가 설치된 정맥 리더기에 

의해 인식된다. 정맥 리더기에 손을 가져다 대면, 일정한 주

파수를 가진 적외선이 방출되고, 그 상태를 CCD 카메라가 촬

영하게 된다. CCD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정맥 이미지는 다

양한 알고리즘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동일한 

패턴의 인물을 찾아내는 것에 활용된다(Yuhang et al. 2005, 

Jeong 2006). 

현장 보안이 고도로 요구되고 있는 경우, 복제 불가능한 손

혈관 인식을 검토할 수 있다. Yeom(2009)은 손혈관 인식 기

술을 활용한 출입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건설현장 인

력 50명을 대상으로 1회 검증한 바 있다. 그러나 다양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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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Qin et la.(2009)의 연구내용에 따르면, 정맥 이미지

는 혈액 성분의 스펙트럼(spectra of blood components)과 

혈액 유동성(blood fluidity)에 관계가 있다. 혈액 성분의 스

펙트럼이라 함은 적혈구가 자외선을 흡수하는 파장을 말하는

데, 정맥이미지에서 혈관이 어두운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러한 원리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혈액 유동성은 온도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체온이 올라갈 때는 체열 발산을 

위해 피부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어 혈관류량이 증가하고, 반

대로 추운 곳에 노출될 때에는 혈관이 수축하여 혈관류량을 

감소시켜 열이 발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이다(Choi et al. 

2009). 그러므로 손혈관은 적혈구 수치와 체온 변화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2.5 얼굴인식

얼굴인식은 일반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

지에서 얼굴영역을 추출하고,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EBGM 

(Elastic Bunch Graph Matching)등 다양한 알고리즘에 의해 

얼굴 특징을 분석하여 동일한 인물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Mun 2008). 

이러한 얼굴인식은 얼굴의 각도에 따라서도 인식율에 차이

를 보이므로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세교정이 필요하다

(Jang et al. 2004). 또한 얼굴인식 장비는 조명 또는 빛의 세

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정한 빛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 공간

이 필요하다(Choi et al. 2011a).

2.3 출역관리시스템 실무 적용 현황 및 문제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역관리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양

한 인식 장비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출역관리시스

템이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된 사례들을 조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출역관리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와 인터뷰(FGI)를 시행하였다.

Table 1. Status of Adopting LAM system through FGI

Scale Opinions of Supplier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prefer RFID/QR 

with Option Settings or Increasing the number of 

device, Using Biometric system is available

Specialized Construction 

Companies
Using Biometric system is available

Small Construction 

Projects

Recognition device does not matter, If the number 

of labor is less than 200 handwriting is more efficient

인터뷰 결과, 대형건설업체는 RFID 또는 스마트폰의 QR

코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체인식 

장비들도 장비 대수를 늘이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절하

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현장 규모

가 다소 작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대리출석방지를 위해 생체

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역인원이 

200명 이하인 경우, 출역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보다 기존

에 출역점검표 작성을 통한 수기관리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는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의 노무자들은 손가락이 변형, 상처 절

단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문, 손혈관 인식에 있어서는 모든 인

력의 출역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얼굴인식은 초기 사

용자 등록 시 다양한 각도를 촬영해야 하므로 노무자들의 대

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추운 겨울에는 모

자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어 인식 장비 사용에 어

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건설현장 적용 결

과, 얼굴인식 장비가 역광에 대해서는 인식율이 현저하게 떨

어진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손혈관 인식의 경우, 손가락 변형에 의해 장비에 접근

할 수 없는 노무자들이 존재하였고, 일부 노무자들은 인식이 

거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해외 

건설현장에서는 얼굴인식과 같은 비접촉 방식을 선호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도 출역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들이 

보안 및 통제, 근태관리, 기성지급 이외에 노임 체불 방지 및 

노무자의 정보 열람을 통한 안전 작업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Yoon et al 2012). 또한 현장에서 시행

하는 안전 교육 출석 또는 이수 여부도 출역관리시스템을 이

용하여 확인 가능하고, 삼진아웃제 등을 통한 개인 이력 사항

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인식장비를 통해 수집된 출역관리 정

보들이 건설현장에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식 장비별 성능 테스트 

다양한 인식 장비의 특징과 공급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 적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내용

을 종합하여 출역관리시스템 인식 장비별 성능 테스트를 위

한 요인을 도출하고, 소규모 테스트(Lab Test)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인식장비 선정을 위한 프레임

워크 개발을 진행하였다.

3.1 테스트 요인도출

정보시스템(IS)의 성능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지표에는 평

균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 자원사용량이 있다(MIC 2005). 

시간당처리량은 동시사용자수에 시스템의 응답시간을 나눈 

값이므로 응답시간에 따라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건설 현장 특성을 고려한 출역관리시스템 선정 프레임워크 개발



64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6권 제4호 2015년 7월

그리고 이러한 성능 지표는 장비의 규격(Spec)과도 관련이 

있어, 장비 공급업체의 홍보책자(Brochure)에 응답시간이 표

시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철저히 사용자 입장에서 응답시

간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를 통해서 

응답시간을 도출하였다.

지문·손혈관·얼굴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식 기

술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오인식율(FAR; False 

Acceptance Rate)과 오거부율(FRR; False Reject Rate)이 있

다. 오인식율은 다른 사람의 생체 정보를 특정인의 것으로 잘

못 인식할 수 있는 비율이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생체 정보와 장비에서 인식한 대상자의 정보를 대조한 

뒤, 실수로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오

거부율은 본인의 생체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비율을 말한다. 오인식율과 오거부율 역시 장

비의 규격에 의해 표시되므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한편 수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손에 오염물질이 닿는 

경우가 빈번한데, 지문 및 손혈관 인식은 오염물질에 따라 인

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테스트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손혈관 인식은 온도 변화에 따른 인식 

여부를, 얼굴 인식은 마스크와 안경에 의한 인식 여부를 고려

해야 한다. 

3.2 테스트 계획 및 방법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출역관리시스템 선정을 위해 본 

테스트는 인식속도, 오염물질에 따른 반응 여부 등 앞서 도출

한 요인들을 토대로 사용자 관점에서 인식장비의 성능을 확

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테스트에 사용된 인식장비는 RFID, 

손혈관, 지문, 얼굴 인식이며, 테스트에 투입된 인원은 총 3

인이다. 출퇴근 시 여러 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가정하여, 

3인이 3번 이상 연속해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인식속도는 시스템의 반응속도가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시

스템이 응답하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초시계(Strop Watch)

에 의해 수동으로 측정하였다. 지문, 손혈관 인식은 오염물질

에 따른 반응 여부를 시험해보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멘트와 페인트를 선정하였다. 시

멘트 가루와 가루를 물에 갠 시멘트 풀, 그리고 수성페인트 총 

세 가지 경우에 관하여 인식 여부를 테스트하였다(Table 2). 

그리고 온도변화에 따른 손혈관 인식 여부를 시험하기 위

해 섭씨 8도의 차가운 물과 43도의 뜨거운 물에 각각 10분씩 

손가락을 담아두고 인위적으로 손가락의 온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얼굴인식은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인식 여부를 테스트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Fig. 2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테스트 대상이 

되는 3인의 RFID 카드, 지문, 손혈관,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

록함으로써 출역관리 인식장비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Table 2. Test Plan

Parameters
Measurement Tool Unit of 

measureRFID Finger-vein Finger-print Face recognition

Response time ∨ ∨ ∨ ∨

second 

(Stop 

Watch)

Foreign 

material

Cement powder ∨ ∨

Yes/No

Cement paste ∨ ∨

Paint ∨ ∨

Etc. 

(according to feature of 

recognition device )

Temperature 

changes (Cold 

water8º,Hot 

water43º)

Intensity of light,

angle of Face, and 

facial expression, 

Beard, glasses, 

hat, mask

Fig. 2. Photos of User Registration and Performance Test 

3.3 테스트 결과

먼저 RFID, 손혈관, 지문, 얼굴 인식 장비별로 응답속도

를 테스트한 결과, Table 3과 같이 RFID, 손혈관, 얼굴, 지문 

인식 순으로 빠른 응답속도를 보였다. 물론 테스트 과정에서 

응답속도가 초시계에 의해 수동적으로 측정되었으며, 장비

의 규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 집

계된 응답속도가 절대적인 수치로 해석 될 수는 없다. 그러

나 인식 장비간 상대적인 수치로는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응답속도 외에 오염물질(Foreign material)에 따른 생체 인

식 여부를 테스트한 결과, 시멘트 가루는 묻은 정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가루가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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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손가락에 묻은 경우 지문, 손혈관 모두 인식이 불가능했으

며, 손가락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일부 제거한 경우 지문, 손

혈관 모두 인식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4).

Table 3. Test Result of Response Time

No. RFID(Camera) Finger-vein Finger-print
Face 

recognition

1 0.13 0.86 2.79 1.04

2 0.26 0.69 3.27 1.42

3 0.18 0.92 2.25 2.13

4 0.16 0.6 2.08 1.08

5 0.22 0.55 2.51 1.21

6 0.17 0.67 3.18 2.25

7 0.15 0.82 2.82 1.87

8 0.19 0.61 2.97 2.08

9 0.23 0.89 2.64 1.23

10 0.27 0.73 3.01 2.76

AVE 0.20 0.73 2.75 1.71

그리고 시멘트 풀과 수성페인트가 손가락에 묻은 경우 지

문, 손혈관 모두 인식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풀

과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할 경우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시멘트, 페인트와 같은 오염물질이 손혈관의 적외

선 파장에 영향을 미쳐 인식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손가락의 온도변화에 따른 손혈관 인식 여부를 테스트 

한 결과, 온도변화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체온변화가 동반되기 어려운 실험 조건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된다. 

얼굴인식은 기존 문헌과 같이 조도와 각도에 따라서 인식

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마스크나 안경을 쓰는 경

우에도 인식이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 실험하는 과정에

서 추가적으로 표정변화에 따른 얼굴인식 여부를 테스트하였

는데, 심하게 얼굴을 찡그린 경우에도 인식이 불가능하였다. 

지문 인식의 경우도 손가락을 놓는 위치에 따라서 인식이 거

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얼굴과 지문 인식

은 정확한 위치에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자

세교정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Table 4. Test Results Except for Response Time

Measurement

Parameters
Finger-vein Finger-print Face recognition

Foreign 

material

Cement powder △ △

Cement paste × ×

Water Paint × ×

Etc. (Parameters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device's 

feature)

No 

changes by 

temperature 

All of them are not 

recognized (Intensity 

of light, angle of Face, 

facial expression, 

glasses, hat and mask)

4. 출역관리시스템 선정 프레임워크

건설현장에 출역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

려해야 할 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인원의 출역을 확인하

기 위해 필요한 장비의 대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현장에 설치

되는 장비 대수에 의해 시스템 구축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이

다. 출역관리에 필요한 인식 장비의 대수 산정을 위해서는 출

역관리시스템으로 인해 현장의 모든 인원의 출역을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Ttotal)을 계산해야 한다. ‘식 1’과 같이 모든 

인원이 출역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총 소요시간을 평균 대기

시간(Twait)으로 나누면, 출역관리 장비대수(N)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N= 
Ttotal

Twait
 (1)

현장의 모든 인원의 출역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총 소요시

간은 ‘식 2’와 같이 모든 인원이 출역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시간(Tuse)과 인식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시도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Tretry)을 더한다. 출역관리시스템에 적용되는 모든 

인식장비들이 오류나 거부반응 없이 완벽하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인원이 출역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시간(Tuse)은 장비

의 응답시간(TR)에 일일 출역인원(Mday)을 곱한 값이며, 여기

에 출역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해 이전 사람에서 그 다음 사람

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Tm)을 추가해야한다(식 3). 그

리고 생체인식 장비는 오인식율(FAR)과 오거부율(FRR)에 

의해 성능을 평가하고, RFID와 같은 매체인식 장비는 인식율

(AR)에 의해 성능을 평가한다. 출역관리 인식 장비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시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생체인식(Tretry-

bio)과 매체인식(Tretry-med)으로 구분하여 ‘식 4와 5’로 표현할 수 

있다. 

Ttotal = Tuse+ Tretry (2)

Tuse = TR × Mday+ Tm× (Mday-1) (3)

Tretry-bio = (FAR+ FRR)× TR× Mday (4)

Tretry-med = (1-AR)× TR× Mday (5)

수식에 사용된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Table 7을 통해 알 수 

있으며, Table 7은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대기시간이 

30분이고 평균 출역인원이 5천명인 경우 각 인식 장비별 소

요시간과 소요대수가 산정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는 본인의 건설현장에 적합한 출역관리 인식장비를 선

정할 수 있고 효율적인 출역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이

다. 또한 Table 7의 출역관리시스템 인식 장비 선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서는 장비 대수뿐만 아니라 대리출석여부를 확

건설 현장 특성을 고려한 출역관리시스템 선정 프레임워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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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는 방식(How to verify a substitution attendance)

과 건설현장의 중점관리 사항(Critical control points)을 별도

로 제시해줌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정성적인 평가도 가능하

도록 도와준다. 

인식장비별로 대기시간 마다 처리 가능한 출역인원을 나

열해 놓은 Table 8에 의하면 출역인원이 3천명 이상인 경우, 

지문, 얼굴, 손혈관 보다 RFID의 장비 대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문인식을 제외하고 출역인원이 180명 이하인 경

Table 7. Framework for selecting device of Labor Attendance Management System 

Twaiting (Waiting Time on average; min) 30

Tday (Man / day) 5,000

Recognition Device RFID Finger-print Finger-vein Face recognition

TR (Response time; sec) 0.2 2.75 0.73 1.71

Tm (movement time for next; sec) 1 1 1 2

FAR (False Acceptance Rate) - 0 0 0.001

FRR (False Reject Rate) - 0.01 0.001 0.001

AR (Acceptance Rate) 0.995 - - -

Ttotal (min) 100.08 314.79 144.23 309.45

N (Number of device)
3.34 10.49 4.81 10.32

4 11 5 11

How to verify a substitution attendance Passive Automatic

Critical control points Lost and Reissue Card
There is inactive due to pollutants concerns, Cleanliness required Install the room for light control

If finger-prints are lost, Separate records Remove mask and glasses

Etc.
Ideal for small or medium-sized Site where portion of Plaster 

work, painters work is not large

Table 8. Number of device required by waiting time and labor possible to identify 

Number of labor possible to 

identify

Number of RFID recognition device

1 2 3 4 5 6 7 8

Allowed 

Waiting Time 

(min)

5 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2,000

1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15 750 1,500 2,250 3,000 3,750 4,500 5,250 6,000

2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25 1,250 2,500 3,750 5,000 6,250 7,500 8,750 10,000

30 1,500 3,000 4,500 6,000 7,500 9,000 10,500 12,000

Number of labor possible to 

identify

Number of finger-print recognition device

1 2 3 4 5 6 7 8

Allowed 

Waiting Time 

(min)

5 80 160 240 320 400 480 560 640 

10 160 320 480 640 800 960 1,120 1,280

15 240 480 720 960 1,200 1,430 1,670 1,910

20 320 640 960 1,280 1,590 1,910 2,230 2,550

25 400 800 1,200 1,590 1,990 2,390 2,780 3,180

30 480 960 1,430 1,910 2,390 2,860 3,340 3,820

Number of labor possible to 

identify

Number of face recognition device

1 2 3 4 5 6 7 8

Allowed 

Waiting Time 

(min)

5 180 350 530 700 870 1,050 1,220 1,390

10 350 700 1,050 1,390 1,740 2,090 2,430 2,780

15 530 1,050 1,570 2,090 2,610 3,130 3,650 4,170

20 700 1,390 2,090 2,780 3,470 4,170 4,860 5,550

25 870 1,740 2,610 3,470 4,340 5,210 6,070 6,940

30 1,050 2,090 3,130 4,170 5,210 6,250 7,290 8,330

Number of labor possible to 

identify

Number of finger-vein recognition device

1 2 3 4 5 6 7 8

Allowed 

Waiting Time 

(min)

5 180 360 530 710 880 1,060 1,230 1,410

10 360 710 1,060 1,410 1,760 2,110 2,460 2,810

15 530 1,060 1,580 2,110 2,630 3,160 3,680 4,210

20 710 1,410 2,110 2,810 3,510 4,210 4,910 5,610

25 880 1,760 2,630 3,510 4,380 5,260 6,130 7,010

30 1,060 2,110 3,160 4,210 5,260 6,310 7,360 8,410

김성아·진상윤·장문석·정충원·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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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장비 1대가 처리할 수 있는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출역관

리 인식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형 건설업체에서

는 RFID를 선호하고, 출역인원이 200명 이하인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수기관리가 더 효율적이라는 출역관리시스

템 공급자의 의견(Table 3)과 비교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출역관리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양한 인식 

기술들을 조사하고, 시스템 공급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

제 적용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식

장비들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한 장비대수, 장비 선정 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정리함으로

써 출역관리시스템 인식장비 선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

시하였다. 

장비대수 산정에 따른 구축비용 외에 출역관리시스템 인식

장비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FID는 대리출석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한 RFID 카드 분실에 따른 재발급 및 유지관리비가 다소 소

요되기 때문에 철저한 비용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건설노무자들은 지문 손실이나 손가락 변형, 상처 등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문, 손혈관 인식장비는 단일로 사

용하기 보다는 다른 인식장비와 혼용하여 사용한다. 지문 및 

손혈관 인식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노무자의 손이 청

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셋째,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마스크, 안경을 벗

도록 유도하고 가급적 표정없이 정자세로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초기 사용자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등록하지 않도록 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평균 출역인원과 대기시간을 가정하여 

출역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장비 대수를 

산정하였으나, 추후 건설근로자의 출근시간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확률적인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출역관리시스템의 인식장비별 성능 테

스트 결과가 반영된 장비 선정 프레임워크를 통해 출역관리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보다 객

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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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출역관리는 전통적으로 출역점검표 작성에 의해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했다. Bar Code, QR 
code, RFID와 같은 전자장치들이 발달하면서 자동화된 출역관리시스템이 출현하였고, 최근에는 지문, 정맥인식과 같은 생체인식
과 융합된 다양한 유형의 출역관리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출석체크를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인식 장비들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마다 적합한 출역관리시스템을 선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역관리에 사용되
는 다양한 인식 장비를 건설 현장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의 사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인식장비 마다 특징들을 살펴보고, 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테스트 결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인원의 출석을 확인하는 것에는 RFID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손혈관과 지문의 
경우, 손가락 변형과 상관없이 페인트, 시멘트와 같은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경우 인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출역관리시스템 선정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출역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 출역관리시스템, RFID, 손혈관, 지문, 얼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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