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건설현장은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작업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소

로부터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개인보호구를 의무

적으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15~2017

년 산업재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산업 분야에 비

해 건설업에서 사망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

며, 특히 상해 부위 중 두부 손상으로 인한 경우가 전

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1).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두부 보호를 위한 안전모 착용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

구되며, 이에 현장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과 함께 현

장 순회 점검 시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착용

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

장에서는 답답함,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미착용하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안전관리자

가 교육과 점검을 통해 작업자에게 안전장비의 중요성

을 인식시키지만 현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실시간으

로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를 보다 효

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상태

를 안전관리자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대신 카메라 

등 영상 촬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 자동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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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ince construction sites are exposed to outdoor environments, working 
conditions are significantly dangerous. Thus, wearing of th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such as safety helmet is very important for worker safety. However, 
construction workers are often wearing-off the helmet as inconvenient and 
uncomportable. As a result, a small mistake may lead to serious accident. For this, 
checking of wearing safety helmet is important task to safety managers in field. 
However, due to the limited time and manpower, the checking can not be executed for 
every individual worker spread over a large construction site. Therefore, if an automatic 
checking system is provided, field safety management should be performed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n this study, applicability of deep learning based computer 
vision technology is investigated for automatic checking of wearing safety helmet in 
construction sites. Faster R-CNN deep learning algorithm for objec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is employed to develop the automatic checking model. Digital camera 
images captured in real construction site are used to validate the proposed model. 
Based on th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proposed model may effectively be used for 
automatic checking of wearing safety helmet in construc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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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최근 의료, 자동차, 로봇 

등의 분야에서 물체 자동 인식 기술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딥러닝 기반 컴퓨터 비전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체 자동 인식 알고리즘 중 

처리 속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딥러닝 알고

리즘인 Faster R-CNN을 안전모 착용 상태 자동 인식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 알고리즘으로 적용하고, Faster 

R-CNN으로 학습한 제안 모델의 실적용 가능성은 실제 

건설현장에서 획득한 이미지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2.1 컴퓨터 비전 기반 물체 검출

컴퓨터 비전 기술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카메라 

등의 영상 장치로부터 얻은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 물

체나 사람을 자동적으로 인식, 추적하는 기술이다. 특

히 컴퓨터 비전 기술 중 물체 검출(object detection)은 

이미지 내에서 찾고자 하는 물체의 종류와 위치를 파

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로서, 건설안전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연구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만우 등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위치를 자동적

으로 검출하는 기술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착용한 안

전모와 안전조끼의 특징을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HOG)와 Color Histogram(CH)를 이용하여 추

출하고, 추출된 특징을 Support Vector Machine(SVM) 

분류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2). 

또한 박만우 등은 영상 내에서 근로자를 찾고 근로자

와 안전모의 영역을 매칭시키는 알고리즘을 추가한 검

출 모델을 제안해 이전보다 개선된 성능을 보였다. 그

러나 박만우 등이 제안한 모델은 근로자의 자세가 학

습 데이터의 자세와 다르면 검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3). 한편 Rubaiyat 등은 HOG, CH, Circular Hough 

Transform을 사용하여 근로자와 안전모의 특징인 모양

과 색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을 SVM을 이용해 안전

모 착용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4). 그러나 위의 

방법들은 물체의 자동 인식이 특징 추출과 분류 등 여

러 단계로 분리되어 수행되기 때문에 검출 시간이 많

이 소요되어 실시간 모델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문제점

이 있다. 

최근 물체 검출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지 데이터에서 

별도의 사전 특징 추출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보다 정

확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한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은 대표적인 딥러닝 기법으로 영

상처리와 음성인식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CNN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물체 검출 모델 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다. CNN 기반 물체 검출 모델은, 주로 영

상이미지를 여러 영역으로 구분하여 물체를 검출하는 

Region-based CNN (R-CNN) 알고리즘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R-CNN은 크게 관심 영역을 제안하는 Selective 

Search 단계와 제안된 영역에서의 특징 추출 및 분류를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단계로 진행되며, 원본 이미지에

서 별도의 사전 특징 추출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지 않는 기존 방법에 비해 물체 

검출의 정확성과 처리 속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Qi Fang 등은 건설현장에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수집한 81000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R-CNN

을 이용해 모델을 학습하고 날씨, 시간, 자세, 크기, 범

위의 19개 카테고리의 19000장 이미지 데이터로 안전

모 미착용자 검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

과 얼굴이 일부분 나오는 사진 외에는 90% 이상의 정

확도와 재현율을 나타내어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용성

을 입증하였다5). 한편, 최근에는 R-CNN의 처리 속도

와 정확성을 더욱 개선한 Faster R-CNN 알고리즘이 개

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

부를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컴퓨터 

비전 모델의 개발에 있어서 Faster R-CNN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특히 여러 Faster 

R-CNN 알고리즘 중에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

진 Inception-v2와 ResNet-101을 이용하여 2개의 안전

모 착용 상태 인식 모델을 개발하고, 각 모델의 정확

도와 속도를 비교하여 보다 우수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건설현장에서 직접 획득한 이미지를 

개발된 모델의 학습과 평가에 활용하여, 개발 모델의 

실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딥러닝 기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2.2.1 CNN
CNN은 영상처리에 많이 활용되는 컨볼루션(convolution) 

연산과 다층신경망의 결합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최근 많이 활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이다. CNN은 크

게 특징 추출을 위한 컨볼루션층(convolution layer) 및 

풀링층(pooling layer)과 분류를 위한 완전연결층(fully- 

connected layer)으로 구분할 수 있다.

컨볼루션 층은 Fig. 1과 같이 입력된 이미지 데이터

에 대하여 Filter를 통해 특징을 추출하는 기능을 하는 

컨볼루션 연산과 연산을 통해 추출된 특징맵(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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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volution computation process.

Fig. 2. Training process of convolution neural network.

map)을 비선형 값으로 바꾸어 주는 활성화 함수로 구

성된다. 컨볼루션 층은 이미지와 같은 2차원 데이터

에 대하여 Filter를 적용하고 가중치를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다층신경망에 비해 연산에 필요한 파라미터 

수를 크게 줄인다. 풀링 층은 컨볼루션 층에서 생성된 

특징맵의 방향 공간 크기를 축소하는 sub-sampling을 

통해 필요한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데이터 정보를 축

소한다. 풀링의 역할은 학습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

니라, 과적합(overfitting)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규화

(regularization)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완전연결 

층은 특징맵을 찾고자 하는 클래스(여기서는 대상 물

체)로 분류하는 출력층이며, 다중 분류에서는 Softmax 

함수가 주로 사용된다. 완전연결 층의 노드 연결 강도

는 학습을 통하여 결정되며, 학습은 예측 값과 실제 값

의 차이를 손실함수로 비교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오차

역전파 학습을 이용한다. 오차역전파를 이용한 학습 

진행 과정은 Fig. 2와 같다6). 

2.2.1 Faster R-CNN
R-CNN은 CNN을 이용해 영역 기반으로 물체 검출을 

하기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이다. R-CNN에서는 Selective 

Search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물체로 인식되는 영역을 

후보로 제안한다. R-CNN은 CNN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물체 검출 속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학습 과정

에서 불필요한 연산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검출 

Fig. 3. Faster R-CNN train process. 

속도 향상에 있어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 R-CNN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Faster 

R-CNN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기존 R-CNN 알고리즘

은 후보 영역 제안 시 겹치는 영역에 대하여 각각 CNN

을 통과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연산이 발생하지만, Faster 

R-CNN 알고리즘에서는 원본이미지를 먼저 CNN에 통

과시킨 후 특징맵을 추출하고 특징맵에서 특정 관심 영

역만을 Pooling 하는 Region of Interest (RoI) Pooling을 

도입하여 연산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Faster R-CNN 알

고리즘에서는 후보 영역을 제안하는 Selective Search 과

정에서의 큰 계산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해, Region 

Proposal Network(RPN)를 이용해 후보 영역 제안 부분

을 CNN 안에 통합시켜 학습을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Fig. 3과 같이 Faster R-CNN은 후보 영역 제안을 위한 

네트워크인 RPN과 제안된 후보 영역에서 물체의 종류

와 좌표 검출을 위한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R-CNN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물체 검출 연산이 이

루어지게 된다.

한편, RPN은 입력된 이미지 내에 물체와 배경을 분

류하고 물체라고 생각되는 영역을 제안하는 보조 네트

워크이며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로 입력 

이미지를 CNN 모델로 통과시켜 특징 추출을 진행한

다. 이후 통과된 특징맵에서 물체를 찾기 위한 앵커

(anchor)라고 하는 후보 상자의 크기(scale)와 비율

(aspect ratio)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3개의 크기와 3개

의 비율을 설정하면 전체 9개의 앵커가 설정된다. 앵커

는 특징맵에 대하여 슬라이딩을 진행해 물체를 찾으며, 



김명호⋅신성우⋅서용윤

J. Korean Soc. Saf., Vol. 34, No. 6, 201932

Fig. 4. Region proposal network. 

설정한 모든 앵커 박스에 대해 물체인가 아닌가에 대

한 클래스와 박스 좌표를 생성한다. 즉, 클래스와 박스 

좌표의 생성은, 앵커 박스(K)의 슬라이딩을 통해 얻은 

각 박스의 결과를 물체 클래스에 대한 2K 점수(object/ 

non-object)를 출력하는 분류층(classification layer)과 박

스의 4K 좌표(w,h,x,y)를 출력하는 회귀층(regression 

layer)에 통과시킴으로써 구해진다. 여기서, w,h는 앵커 

박스의 높이 이고 x와 y는 앵커 박스의 중심 좌표이다. 

RPN 이후에는 RoI Pooling을 통해 물체 검출이 실시된

다. RPN의 진행 과정과 앵커 설정 시 나타나는 박스의 

종류는 Fig. 4와 같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안전모 착용 여부 검출 모델의 적용

성을 알아보기 위해,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지 

데이터 구축, 모델 학습 및 검출 성능 평가의 3단계 절

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

과 평가를 위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용 이미지를 이용하여 두 종류의 

Faster R-CNN 검출 모델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구성

된 이미지 데이터셋 중에서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이

미지를 이용하여 두 종류의 검출 모델에 대한 검출 성

능을 비교 평가한다.

Fig. 5. Experimental procedure.

3.2 이미지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는 안전모 검출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자

와 미착용자가 등장하는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일반적

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의 개발 시에는 ImageNet과 같이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된 오픈 이미지 데이터를 많이 활

용하지만, 오픈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물체 중심의 이

미지이고 물체의 배경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존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특정한 목적의 검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할 경

우에는, 오픈 이미지 데이터만으로는 목적에 맞는 모델

을 구현하기 어려우며, 모델의 학습과 평가를 위한 이

미지 데이터 셋을 직접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

구의 목적은 단순한 배경에서의 안전모 착용 여부에 대

한 검출이 아니라, 건설 현장과 같이 여러 물체가 복잡

하게 배경으로 제시된 이미지 내에서 안전모 착용 여부

를 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의 학습과 평가를 위

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데이터 셋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수집한 이미지와 

ImageNet에서 제공하는 오픈 이미지를 이용하여 총 

2260장(학습용 1760장, 평가용 500장)의 이미지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 이 중에서 모델의 학습용 이미지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수집한 이미지의 일부와 

ImageNet에서 구한 이미지를 이용 하였으며, 학습된 모

델의 평가에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검출 성능을 알아보

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수집한 이미지만

을 이용하였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수집

한 이미지는 서로 다른 종류의 물체(안전모 미착용자 

포함)와 함께 안전모가 있는 경우나, 여러 개의 안전모

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안전모가 카메라와 상대적으

로 가까이 위치한 경우와 멀리 있는 경우 등 여러 상황

에서의 검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이러한 경우를 포함

한 다양한 조건에서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직접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는 캠코더(SONY HDR-CX405)와 스마트

폰(iPhone-6s, Galaxy Note9)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이미지는 해상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크

기를 1024 × 600로 re-sizing하였다.

이미지 데이터 셋을 학습용과 평가용으로 분할한 

후, Label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이미지에 클래스

명(class name)과 바운딩 박스(실제 물체의 영역)의 좌

표 라벨을 붙여주는 Labeling 작업을 모든 이미지 데이

터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Table 1은 학습 데이터와 평

가 데이터의 이미지 내의 라벨 수이다. 본 연구에서 안

전모 착용 여부를 Binary class로 분류하였으며,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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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class labels in image data

Class name Training data Evaluation data

Safety helmet 
wearer Safety 1951 838

Non-adopted 
safety helmet

Warning 2299 198

를 착용한 사람을 안전(safety)클래스로 안전모 미착용

자를 경고(warning)클래스로 설정하였다.

3.3 Faster R-CNN 모델 적용

모델의 학습과 평가에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웨어 사양

은　3.2 GHz 6 Core Processor, 16GB RAM이며, Graphic 

Card는 Geforce GTX 1050ti를 사용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Faster R-CNN 알고리즘을 이용한 안전모 착

용 검출 모델은 Inception-v2와 ResNet-101을 이용하여 

2개의 모델을 구현하였으며,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환경은 Python 3.6, TensorFlow 1.13.0, CUDA 9.0, 

cuDNN 7.0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NN은 더 많은 층을 가질수록 인식 성

능이 좋아지나 층이 깊어질수록 학습해야 하는 파라미

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기울기 소실

(vanishing gradient)이나 과적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nception-v2에서는 

하나의 컨볼루션 층에 여러 개의 컨볼루션 연산과 

Pooling을 병렬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Inception-v2는 완전연결 층의 수가 아닌 컨볼루션 층의 

Filter 깊이와 넓이를 크게 만들어 정확도를 개선한 

Faster R-CNN 알고리즘이다8).

한편, ResNet은 층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차 학습

(residual learning) 기법을 적용한 Faster R-CNN 알고리

즘이다. 잔차 학습을 활용하면 입력값의 작은 변화에

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등의 문제

점을 개선할 수 있다. ResNet은 100층 이상의 층수를 

가지더라도 기울기 소실 등의 문제없이 높은 정확도를 

Fig. 6. Schematic architecture of faster R-CNN model.

가진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9). ResNet- 

101은 층의 크기가 101층인 Faster R-CNN 알고리즘이

며, 층수에 따라 18, 34, 50 ,101, 152층으로 구성된 알

고리즘이 있다.

Inception-v2와 ResNet-101의 2가지 Faster R-CNN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의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Fig. 6으로 도식화하였다.

3.4 모델 평가 방법

모델에 대한 평가는 물체 검출 분야에서 많이 활용

되는 지표인 Intersection Over Union (IOU)과 Mean 

Average Precision (mAP)를 이용하여 성능 비교 및 분석

을 실시하였다. 물체 검출은 기존 물체 분류에 대한 평

가 방법과 달리 위치를 찾는 좌표 정보인 바운딩박스

와 클래스(물체)의 분류에 대한 평가가 모두 필요하다.

먼저 IOU는 바운딩박스를 얼마나 잘 예측하였는지

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IOU는 예측한 영

역과 실제 라벨링된 바운딩박스의 교집합/합집합의 비

율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이 값이 0.5를 넘으면 정

답으로 간주된다. IOU의 계산 방법은 Fig. 7에 나타내

었다.

Fig. 7. Intersection over union(IOU).

mAP는 각 클래스의 Average Precision(AP)을 평균한

(mean) 값이며, 여기서 AP는 객체 분류의 신뢰점수

(confidence score)에 따른 11개(0, 0.1, 0.2, ... 0.9, 1.0)의 

재현율(recall) 값에 대응하는 정확도(precision)의 평균

값이다. 정확도와 재현율은 Table 2에 나타낸 혼동행렬

(confusion matrix)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정확도는 모델

이 예측한 값 중 실제 라벨값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재현율은 라벨된 실제값 중 

모델이 얼마나 실제를 잘 예측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이다. 정확도와 재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정확도
재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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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fusion matrix

Predicted

Positive Negative

Actual
Positive TP(True positive) FN(False negative)

Negative FP(False positive) TN(True negative)

4. 실험 결과

4.1 모델 학습

Inception-v2와 ResNet-101으로 구현한 모델에 대하

여 학습용 이미지 1760장을 이용하여 모델 학습을 실

시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 부족을 능동적

으로 보완하고 또한 학습 시간의 단축을 위해, 앞 단계

에서 학습한 모델의 일부 필터 가중치를 다음 단계의 

학습에 전달하는 전송 학습(Transfer Learning)기법을 

적용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학습하고 있는지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나타내

는 손실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Fig. 8은 Inception-v2와 ResNet-101의 50,000번의 학

습에 대하여 클래스 분류 손실과 바운딩 박스 회귀 손

실의 전체 손실(Total loss)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

다. 두 모델 모두 학습이 반복될수록 손실이 줄어들며 

학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Total Loss of each faster R-CNN.

4.2 제안 모델 성능 평가

4.2.1 정확도 지표 분석

학습이 완료된 2개의 모델에 대하여, 평가용 이미지

를 이용하여 검출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

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먼저 각 클래스 안전모 착

용자(safety)와 미착용자(warning)에 대한 IOU 0.5 이상

일 때 AP를 살펴보면, safety의 AP가 warning의 AP보다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nception-v2와 

ResNet-101 모두 90%가 넘는 mAP를 보여주고 있으며 

ResNet-101이 Inception-v2보다 전반적인 수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모 착용 여부 자동 검출에 개발된 모델이 적용 가

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한편, warning의 학습 데이터

Fig. 9. Images with successful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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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valuation indicator for IOU 0.5 and above 

Case AP of “safety” AP of “warning” mAP FPS

Inception-v2 0.932 0.928 0.930 6.3

ResNet-101 0.939 0.933 0.936 2.3

의 라벨 수가 많았으나 AP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데이터 구성 시 각도를 고려

하지 않고 모두 하나의 클래스로 포함하였는데, 안전

모 착용자 보다 미착용자의 머리 각도마다 다른 형태

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위, 옆, 뒷 모습은 머리카락으

로 인해 두드러진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아 미착용자

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검출 속도 측면에서는 Inception-v2가 초당 장

면 수(FPS: Frame Per Second)가 더 높지만 미검출하는 

경향이 ResNet-101보다 많아 불안정하다. 따라서, 검출 

속도 보다 검출의 정확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ResNet- 

101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2.2 정확도가 우수한 경우(검출 : TP)
평가용 이미지에 대한 검출 결과는 Fig. 9와 같이 육

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표현된다. 평가용 데이터셋 

구성 시 확인하고자 하였던 4가지 상황(TP)에 대해 관

찰 이미지를 확인한 결과, 4가지 상황 모두 검출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Fig. 9(a)는 철망과 같은 장

애물에 가려진 상황이나, 안전모 착용자를 모두 검출

하였다. Fig. 9(b)는 안전모 착용자와 미착용자가 동시

에 등장하는 상황으로, 착용자 2명, 미착용자 2명 모두

를 검출하였다. 다음으로 Fig. 9(c)는 안전모 미착용자 

검출을 위한 상황으로, 미착용자 3명 모두를 검출하였

다. 마지막으로 Fig. 9(d)는 원거리 상황으로, 약 30미

터 이상의 거리에 있는 안전모 착용자를 모두 검출하

였다.

4.2.3 정확도가 저조한 경우(오검출, 미검출 : FP, FN)
앞서 제시한 4가지 상황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검

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Fig. 10과 같이 오검출

Fig. 10. Image of misdetection and non-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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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미검출 된 경우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오검출

(FP), 미검출(FN) 된 경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

타났다. 먼저 Fig. 10(a)와 같이 배경과 물체의 명암 차

이가 작거나 주변 환경에 가려진 경우로 인한 미검출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Fig. 10(b)와 같이 안전모와 비

슷한 형태를 가진 물체를 오검출 한 사례가 있다. 세 

번째로는 Fig. 10(c), Fig. 10(d)와 같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모자를 착용하고 있거나 안전모의 일부

만 이미지에 나타나 안전모 형태의 변형이 발생한 경

우에 미검출된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검출과 미검출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물체와 배경의 색상이나 명암 차이가 없는 경우에 많

이 나타나며, 이러한 문제는 배경과 물체의 색상이나 

조명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이미지를 학

습에 적용하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오검출은 일반적으로 과적합에 의해 발생

하는 경우도 많다. 딥러닝 등 머신러닝 분야에서 과적

합은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일반적으로

는 정규화 방법을 사용하면 일부 개선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미착용자가 야구 모자나 

후드를 쓰는 경우나 착용자와 미착용자의 모습이 이미

지 내에서 일부만 나타나는 경우와 같이 대상의 형태

가 변형된 경우는 학습 이미지 데이터에 이러한 경우

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출이 잘 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를 학습에 적용하

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컴퓨터 

비전 기반 안전모 착용 여부 자동 검출 모델을 제안

하고, 제안 모델의 건설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

보았다. 서로 다른 2개의 딥러닝 알고리즘(Inception-v2

와 ResNet-101)을 이용하여 안전모 착용 여부 검출을 

위한 Faster R-CNN 모델을 구현하고, 구현 모델에 대

한 학습을 실시하였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획득한 이미

지를 이용하여, 학습된 2개의 제안 모델에 대해 안전모 

착용 여부 검출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검출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mAP가 Inception-v2와 

ResNet-101 모델 모두에서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로부터 안전모 착용 여부 검출을 위한 학습이 

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도 안전모 착용 여부를 대부분 정확하게 검

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

는 미검출이나 오검출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학습되지 않은 형태인 경우, 안전모와 배경 사이의 명

암이나 색상 차이가 작은 경우, 대상이 원거리에 있어

서 촬영된 이미지에서 매우 작게 나타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과적합된 경우 등

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서는 적절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예를 들어 과적합 문제는 드롭아웃(dropout)과 

같은 정규화 기법을 학습 과정에 추가적으로 적용하

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으며, 학습되지 않은 경

우나 형태의 변형이 생기는 경우 등은 거리, 크기, 형

태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이미지 데

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학습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향후 연구로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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