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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을 이용한 작업자 위험 행동 모니터링 선행 연구에 기반해, 엣지 컴퓨팅 기반 딥러

닝을 사용하여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작업자는 IoT 안전벨트와 영상 전송 안전모를 

통해 정보를 수집, 처리한다. 또한 LSTM 방식에서 개량된 필터를 통한 FFNN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여 작

업자 위험 행동 패턴 분석을 하며 선행 연구의 작업자 행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엣지 컴퓨팅 기반 위에서 구

현하였다.

키워드: 작업자 위험 행동(Worker’s Risk Behavior),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딥러닝(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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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작업자 위험 행동 분석 시스템은 산업현장 행동강령에도 불구하고 

작업자 위험 감지 능력 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 행동에 

의한 산재 예방 및 감소를 목표로 하며 클라우드 의존성을 문제를 

해결한다.[1][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존성 문제를 작업자의 IoT 안전벨트와 

영상 전송이 가능한 안전모를 통해서 엣지 컴퓨팅을 구현해 해결하며, 

딥러닝 작업을 위해 LSTM 방식에서 개량된 필터를 통한 

FFNN(Feed-Forward Neural Network)을 사용한다.

II. Design of the System

1. Worker’s Behavior Monitoring System

Fig. 1. Edge System Architecture

작업자 행동 모니터링 엣지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3가지 즉, 

센싱 디바이스, 프로세싱 디바이스, 모니터링 서버 부분으로 구성된다. 

센싱 디바이스에서는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행동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세싱 디바이스로부터 전달받은 결과를 작업자에게 

피드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세싱 디바이스는 센싱 단말로부터 

전달받은 작업자의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행동 판단 여부를 

작업자에게 피드백하고 해당 피드백 정보와 함께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여 작업자의 주변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 서버로 전달한다. 

모니터링 서버는 프로세싱 디바이스로부터 전달받은 작업자 위험 

행동 판단 정보와 주변 환경 정보를 토대로 관리자가 다양한 작업자들

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제공한다.

2. Filtering for Deep Learning

선행 연구[2][3]에서의 RNN 및 LSTM은 엣지 컴퓨팅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FFNN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하지만, 작업자 

행동과 같은 시계열 학습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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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자로부터 

얻어온 6축 자이로센서 raw data를 (1)과 같이 각 축의 제곱 값의 

합에 루트를 씌워 방향성과 노이즈를 제거해 가속도의 크기와 기울기

의 크기만을 가지고 작업자의 행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값을 FFNN의    ⋯    에 시계열 형태가 되

도록 입력하여 시간 축 손실에 의한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 한다. 

[4][5]

2. Model of Deep Learning

프로세싱 디바이스에서의 작업자의 위험 행동 판단 분류는 Dataset

으로 두 명의 실험자가 4가지 행동(standing, walking, running, 

jump)에 대해 0.8초당 8개의 데이터를 한 묶음으로 총 1천개를 

수집했으며 학습 결과로 그림 2와 같이 79.05%의 정확도가 나왔다.

Fig. 2. Preprocessed Data for Deep Learning

모니터링 서버는 그림 3처럼 프로세싱 임베디드 기기로부터 전달받

은 영상 정보를 Yolo 프레임워크의 실시간 객체 탐지 기능을 사용하여 

관리자에게 영상 정보를 제공하며, 객체 탐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그림 4와 같이 IoT 단말을 활용하여 엣지 컴퓨팅 기반의 작업자 

위험 행동 판단 시스템 및 작업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III. Conclusions

Fig. 3. Object recognition with YOLO

Fig. 4. IoT Device Prototype

본 논문은 IoT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활용하여 엣지 컴퓨팅 기반의 

작업자 위험 행동 판단 시스템 및 작업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현하였

으며, 이를 통해 클라우드 의존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컴퓨터 

자원을 사용한 작업자 위험 행동 판단 FFNN 학습 방법이 유효함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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