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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산업재해 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4.09%에서 2014년 27.56%로서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는 구조물의 고층화  건설 공사의 형화로 인해 건설장비의 사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장비에 의한 재해는 주로 트럭, 굴삭기 등의 장비

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 자가 주변의 작업자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충돌  착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건설 장비에 의한 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굴삭기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상기반 굴삭기 근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 다. 상기반 굴삭기 

근 감지 시스템은 카메라와 음 센서로 구성된 근 감지 센서 모듈과 근 감지 센서 모듈에서 송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VM(Around view monitor)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스템은 별도의 기반 

인 라(서버, 통신망 등)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 장에도 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건설장비

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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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an annual industrial accident report from Ministry of Employment of Labor, 

among the various types of accidents, the number of accidents from construction industry 

increases every year with the percentage of 27.56% as of 2014. In fact, this number has risen 

almost 3% over the last four years. Currently, among the industrial accidents, heavy machinery 

causes most of the tragedy such as collision or narrowness. As reported by the government, 

most of the time, both heavy machinery drivers and workers were unaware of each other’s 

positions. Nowadays, however when society requires highly complex structures in minimal time, 

it is inevitable to allow heavy construction equipments running simultaneously in a construction 

field.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pproach Detection System for excavator in order to reduce 

the increasing number. The imaged based Approach Detection System contains camera, 

approach detection sensor and Around View Monitor (AVM). This system is also applicable in 

a small scale construction fields along with other machineries besides excavators since this 

system does not require additional communication infra such as server.   

■ keyword :∣Construction Industry∣Industrial Accident∣Construction Equipments∣Excavator∣Approach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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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건설 산업은 과거 인력 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건설 기술과 공법의 발달로 구조물이 고층화・
형화되는 추세로 건설 공사에서 다양한 건설장비의 사

용이 증가하고 있다[1]. 일반 으로 건설 산업은 노동 

집약 인 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

으며, 한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가장 

험한 산업에 포함된다[2][3]. 최근 신기술 도입과 최첨

단 건설장비의 개발 등 건설 환경이 변화하고, 건설공

사에서 건설장비의 활용범 가 확 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 역시 꾸 히 증가하는 추세이다[4].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4년 산업재해 황분석에 

따르면 국내의 체 산업재해  건설 산업에서 발생한 

업무상사고 재해는 27.56%, 업무상사고 사망재해는 

43.75%로 매우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5]. 건설 산

업에서 발생한 사고성 재해  건설장비에 의한 재해는 

2010년 6.8%에서 2013년 7.8%로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사망재해는 2010년 17.0%에서 2013년 19.0%로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 

이처럼 건설장비에 의한 재해는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

는 주요 재해원인  하나로서, 이를 방하기 한 안

책이 필요하다[6][7].

건설장비에 의한 사고는 주로 트럭, 굴삭기 등의 

장비 운 자가 주변의 작업자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충돌  착에 의한 사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4][8-11]. 본 논문에서는 건설장비에 의해 발생

하는 재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굴삭기에 의

한 안 사고를 방하기 하여 상기반 굴삭기 근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굴삭기의 측면과 후면

에 카메라와 음 센서로 결합된 근 감지 센서 모듈

을 설치하고, 카메라에서 송신된 상을 확인할 수 있

는 AVM(Around View Monitor)을 조종석에 설치하여 

장비 조종자가 굴삭기 주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음 센서를 통해 거리정보를 송하여 

작업자가 장비 근처에 근하게 되면, 근 감지 센서 

모듈에서 자동으로 작업자를 인식하고 경보음을 발생

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Ⅱ. 이론적 고찰

2.1 건설 산업의 재해현황 분석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국내의 산업재해 황을 발표

하고 있으며, 이를 토 로 분석한 2010년부터 2014년까

지의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업무상사고 산업재

해는 [그림 1-2]와 같다[5]. 국내의 산업재해  건설부

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4.09%에서 2014년 

27.56%로서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업

무상 사고 사망자의 경우 국내 산업재해  건설부문에

서 발생하는 비율은 40% 이상의 매우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면 재

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최근 5년간(2010∼2014) 국내산업 재해현황(1)

그림 2. 최근 5년간(2010∼2014) 국내산업 재해현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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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굴삭기에 의한 재해현황 분석
최근 구조물의 고층화와 건설 공사의 형화로 건설 

산업은 인력 심에서 기계 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장비의 사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

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기계 황 통계자료를 보면, 

2016년 3월 기  국내의 등록된 건설장비는 450,482 

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12]. 이  굴삭기는 137,505

로 30%이상의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굴삭기는 국내의 건설 공사에서 매우 폭넓게 활용되는 

주요 장비  하나이다. 

그림 3. 건설장비 등록 현황(2016.3 기준) 

2014년 박용규[4]의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통계

자료에 기 한 건설 산업 재해 황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 산업 재해자수는 연평균 

21,901명으로 이  건설장비 련 재해자수는 연평균 

1,645명으로 조사되었다. 동기간 건설 산업 재해  건

설장비 련 재해자수는 연평균 1645명, 이  굴삭기로 

인한 재해자수는 연평균 327명으로 2010년 이후 꾸

히 증가추세에 있다[그림 4][4]. 

그림 4. 최근 5개년(2009∼2013) 건설장비 재해현황(1)

[표 1]은 최근 5년간(2009~2013) 건설장비로 인해 발

생한 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  3

종(트럭류, 굴삭기, 이동식크 인)의 재해 황을 나타

낸 것이다[표 1][4].

최근 5년간 건설장비로 인한  재해자수는 8,227

명, 이  굴삭기에 의한  재해자수는 1,633명으로 

19.85%의 유율로 트럭류 다음으로 높은 비 을 차지

하 다. 동기간 건설장비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433명이며, 이  굴삭기에 의한  사망자수는 81명

으로 18.71%의 유율로 다른 장비와 비교해 가장 높

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1. 최근 5개년(2009∼2013)건설장비 재해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유율
(%)

재해자수
트럭류 402 358 360 361 324 1,805 21.94
굴삭기 340 265 317 341 370 1,633 19.85
이동식크
레인 116 102 117 135 123 593 7.21

총계 1626 1473 1610 1734 1784 8,227 100
사망자수

굴삭기 12 11 19 18 21 81 18.71
트럭류 12 13 10 9 15 59 13.63
이동식크
레인 14 12 5 15 13 59 13.63

총계 81 83 88 83 98 433 100

이처럼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장비 련 재해

황을 보면 굴삭기에 의한 재해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굴삭기로 인한 

재해는 부분 굴삭기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와의 충돌 

 착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 다[4][10][13].

2.3 건설장비에 의한 사고 예방 기술동향
최근 건설 공사에서 장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해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첨단기술들을 활

용하여 이를 방하기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연구 동향을 보면 소지윤 등[14]은 굴삭기를 

이용한 토공작업 시 안 사고 방을 해, 이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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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이용한 방  장애물 탐지기술을 개발하 다. 이 

시스템은 센서부( 이  센서)와 제어 시스템부로 구성

되고, 이  센서 2 를 장비 후방에 설치하여 360 〬
 역을 탐지할 수 있다. 나종철 등[8]은 건설 장비에 

상센서를 장착하여 주변 작업자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국외에서는 Ruff[15]는 소나, 이더 등의 기술을 기

반으로 개발된 근  경고 시스템에 한 성능평가를 수

행하 다. 연구를 통해 Ruff는 이러한 기술들이 장비

의 사각지역에 근하는 물체를 탐지하는데 효과가 있

다고 분석하 고, 이러한 시스템을 장비에 장착하면 충

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Teizer 등[6]은 VHF(Very-High Frequency) 주 수 

역의 무선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건설 장비의 사고를 

방하기 한 실시간 안  경보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 시스템은 건설 장비에 EPU(Equipment Protection 

Unit)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PPU(Personal Protection 

Unit)를 제공하여 일정거리에 도달하면 경보음을 울리

는 방식이다. Teizer는 다양한 조건하에 실험을 수행하

여 건설 공사에서 사고 방을 해 활용이 가능함을 

입증하 다. 하지만 무선통신 방식의 경보시스템은 모

든 장비와 작업자에게 기기를 제공하기 한 비용 인 

측면과 우천과 통신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한다.

Zhu 등[9]은 건설 장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작업

자와 장비의 치를 악하고, 향후 움직임을 측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시스템은 두 단계로 나뉘어 작

동한다. 첫 번째 단계는 건설 장에 배치된 다수의 카

메라를 통해 서버에 입력된 상을 기반으로 작업자와 

장비의 치를 삼각측량에 의해 추정한다. 두 번째 단

계는  단계에서 추정한 치와 기존의 움직임을 기반

으로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미래의 움직임을 측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작업자와 장비의 움직임을 측

하여 충돌  착 사고 등의 사고를 사 에 방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안된 시스템은 건설 장의  범 를 

모니터링 하기 해 수많은 카메라를 구축해야 하므로 

경제 인 요건을 많이 고려하여야 한다.

Ⅲ. 영상기반 굴삭기 접근 감지 시스템

3.1 센서 선정
굴삭기 주변 작업자의 안 사고 방을 한 근 감

지 시스템은 사고 발생 험 공간에 치하는 작업자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건

설 장은 작업 공간이 매우 넓은 반면, 통신 설비가 제

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 감지 시스템은 

모든 공사 장에서 즉시 용할 수 있도록 통신에 따른 

제약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편의성과 경제성을 고려하

여 시스템 구축에 요구되는 장비를 최소화 하고, 비

용의 감지 센서를 용해야 한다. 이러한 에서 굴

삭기 근 감지 시스템에 용하기 한 작업자 감지 

센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실시간 탐지 가능 여부

(2) 장애물과의 거리 측정 여부

(3) 야외 환경에서의 용가능성

(4) 기술 활용의 경제성/편의성 여부

(5) 일반 장애물과 작업자 식별 여부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근거리 경보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이 , RFID, 

UWB, 카메라, 음 센서를 상으로 평가하 고, 결

과는 [표 2]와 같다[6][15-17]. 

표 2. 센서 비교[14]
구분 실시간 

탐지
거리
측정 환경 영향 비용 작업자식별

레이저 가능 가능 보통 높음 불가능
RFID 불가능 가능 보통 낮음 불가능
UWB 가능 가능 보통 높음 불가능
초음파 가능 가능 보통 낮음 불가능
카메라 가능 불가능 좋음 보통 가능

분석 결과를 토 로 굴삭기 근 감지 시스템에 용

될 장애물 탐지를 한 장비로 작업자 식별이 가능한 

카메라를 선정하 다. 그러나 카메라는 거리를 측정할 

수 없어 작업자가 굴삭기와 어느 범  내에 정확하게 

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거리측정이 가능하고, 비용이 렴한 음  센

서를 추가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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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영상기반 굴삭기 접근 감지 시스템 구성 및 동작 흐름도

3.2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 개발한 상기반 굴삭기 근 감지 시스

템은 4개의 근 감지 센서 모듈과 1개의 디스 이 

기기(AVM)로 구성되어 있다. 근 감지 센서 모듈에

는 카메라와 음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작업자가 

굴삭기 근처에 근하게 되면 험경보를 알릴 수 있도

록 스피커와 LED 경보등 역시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근 감지 센서 모듈은 굴삭기의 측면과 후방에 설치된

다. AVM은 4채 로 4개의 근 감지 센서 모듈에서 제

공하는 모든 상과 거리정보를 한 에 확인할 수 있

으며, 작업자가 근 거리에 도달하게 되면 알람LED를 

통해 시각 으로 험경보를 달받을 수 있다.

기존에 근 경보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했던 음

센서  이  센서와 같은 장애물 탐지 기술은 일반 

장애물과 작업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그 활

용성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시스템은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카메라를 사용하여 작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음 센서를 결합하여 기

존 시스템의 장 은 유지하도록 하 다. 

무선통신을 이용한 근 경보 시스템은 장의 작업

자에게 모두 통신 장비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비

용이 소요된다. 한 무선통신의 경우 순간 으로 신호

가 끊어질 경우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공사에 사용되는 굴삭기에만 설

치하면 되므로 무선통신 방식에 비해 비용을 감할 수 

있고, 유선 이블을 사용하여 통신의 안정성을 확보하

다.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상기반 굴삭기 

근 감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동작흐름도를 나타낸다.

3.2 접근 감지 센서 모듈
근 감지 센서 모듈은 카메라, 음 센서, 경고음 

스피커, LED 경보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6]. 카메

라만을 사용할 경우 상에 잡힌 사물의 거리정보를 제

공하지 못하며, 음 센서만을 이용할 경우 인식된 물

체를 식별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카메라와 음 센

서를 결합하여 단 을 보완하 다.

음 센서에 요구되는 감지거리를 알아보기 하여 

일반 으로 굴삭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Blind Spot 을 

확인하는 것이 요하다. 

Hefiner 등[18]은 “Construction Vehicle and 

Equipment Blind Area Diagrams”이라는 연구를 통해

서 도 , 로더, 굴삭기 등 다양한 건설장비에서 발생하

는 Blind spot을 분석하 다. [그림 7]은 지반면의 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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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접근 감지 센서 모듈

그림 7. 굴삭기 Blind Spot Diagram[17]

기에서 발생하는 Blind spot이다. 굴삭기의 회 반경은 

략 6m로, 근하는 작업자와의 사고를 방하기 

해서는 안 거리 확보를 해 최소 7∼8m거리에서 감

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  10m의 감지 거리를 갖는 

송수신겸용 음  센서를 사용하 다. 1셋의 근 감

지 센서 모듈에는 3개의 음 센서를 사용하여 감지

범 를 넓힐 수 있도록 하 다. 이 외에도 건설 장은 

환경 조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감지 

범 를 조 할 수 있도록 근 감지 센서 모듈의 끝단 

4곳에 각도 조  나사를 추가하 다.

굴삭기의 Blind spot은 주로 측면과 후방에서 발생하

고 있으며, 따라서 근 감지 센서 모듈은 측면과 후방

에 설치하는 것이 합하다.

3.3 AVM(Around View Monitor)
AVM은 근 감지 센서 모듈에서 송되는 상과 

거리 정보를 표시해주는 디스 이이 장치이다. AVM

은 근 감지 센서 모듈의 카메라에서 송되는 상을 

실시간으로 한 화면에 4채 까지 디스 이 가능하다. 

AVM에 표시되는 정보는 조종자들이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하 으며, 4채

의 각 화면 구석에 근 감지 센서 모듈의 음 센서

에서 송되는 거리정보가 표시된다. 만일 장애물이 경

고 거리(8m) 안에 들어오면 거리정보는 노란색 바탕화

면에 검정색 숫자로 표시되고 표시는 1  간격으로 깜

빡이게 된다. 이 때 알람 LED 역시 같은 주기로 깜빡이

게 되어, 조종자가 굴삭기 주변에 장애물이 근했다는 

것을 시각 으로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 다. 

근 감지 센서 모듈과 AVM은 유선 이블을 통해 연

결된다. [그림 8]은 AVM에 포함된 주요 기능들을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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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VM(Around View Monitor)

Ⅳ. 현장 실험

본 논문에서 개발한 굴삭기 근 감지 시스템의 성능

을 시험하기 하여 실제 굴삭기에 근 감지 센서 모

듈과 AVM을 설치하여 장 실험을 수행하 다. 건설

장은 악천후 시에는 작업자의 안 과 구조물의 신뢰

성을 하여 작업이 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양호한 기상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장 실험에는 Volvo 사의 EC 300DL을 사용하 다[표 3].

표 3. Volvo EC 300DL 제원

구분 제원
장비명 Volvo EC 300DL
운항자중 30.5t
엔진 유형 D8H

치수 10.53m
상부 폭 2.89m
하부 폭 3.19m
높이 3.35m

근 감지 센서 모듈은 [그림 9]와 같이 좌/우 측면에 

각 1개, 후면 좌/우에 각 1개 씩 총 4개를 벌크로 테이

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켰고, 모든 센서 

모듈은 유선 이블로 연결하 다. [그림 9]는 근 감지 

센서 모듈의 설치 모습을 나타낸다.

그림 9. 접근감지 센서 모듈 설치 모습

AVM은 [그림 10]과 같이 모니터 거치 를 이용하여 

장비 조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설치하

다.

그림 10. AVM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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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AVM의 작동 모습이다. AVM에 표시된 

화면  1, 2, 3은 경고거리(8m)이내에 어떠한 물체도 

감지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며, 4번 화면은 경고거리

(8m)이내에 작업자가 감지 되었을 때의 모습이다. 경고

거리(8m)이내에 작업자가 근하게 되면 거리정보와 

함께 알람 LED가 깜빡 거려 조종자에게 경보 신호를 

알려주어 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다.

그림 11. AVM 설치 모습

Ⅴ. 실험 결과 토의

장 실험에서는 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별도로 시스

템의 설치 /후에 발생하는 굴삭기의 Blind spot을 확

인하 다. [그림 12]의 (a)는 [그림 7]에서 본 시스템의 

감지 범 인 8m 반경에 존재하는 굴삭기의 Blind spot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의 (b)는 근 감지 시스템

을 설치 한 후의 굴삭기 Blind spot이며, 노란색 부분은 

음  센서를 통한 감지범 를 나타낸다.

기존의 굴삭기 Blind spot은 본 시스템을 용함으로

써 략 90% 제거할 수 있었으며, 본 시스템의 효용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 탐지할 수 있는 범 에 비해 

음 센서를 통한 탐지 범 가 좁아 거리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 해서는 굴삭기 조종자가 AVM을 통해 

험반경에 근하는 작업자를 수동 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 다. 이는 카메라와 음 센서의 

탐지 범  차이에 의한 것으로, 모든 지역에 한 거리

측정을 해서 근 감지 센서 모듈에 지 보다 더욱 

많은 음 센서(3개 이상)를 설치하여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음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 근 감

지 센서 모듈의 크기와 량이 증가하고, 배터리의 용

량  지속시간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한 센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지보수에도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카메라와 음  센서의 탐지범 의 불균형성을 해

소하고 시스템을 단순화하기 한 가장 효과 인 방법

으로는 굴삭기 주변에 근하는 작업자를 상만을 이

용하여 자동으로 인식하고, 거리를 측정하여 경보음을 

발생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객체 인식과 같은 이미지 로세싱 기술이 필요하다.

(a) 시스템 설치 전 굴삭기 Blind Spot

(b) 시스템 설치 후 굴삭기 Blind Spot
그림 12. 시스템 설치 전/후 굴삭기 Blind Spot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굴삭기와 작업자가 근거리에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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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도  발생하는 충돌  착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한 목 으로 상기반 굴삭기 근 감지 시스템

을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은 굴삭기 주변에 근하는 

작업자를 감지하는 근 감지 센서 모듈과 

AVM(Around View Monitor)로 구성되어 있다. 근 

감지 센서 모듈은 주변 상황을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거리정보를 알 수 없는 상정보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음 센서를 결합하 다. AVM

은 근 감지 센서 모듈에서 송하는 상신호와 거리

정보를 4개의 분할된 화면에 나타내어 굴삭기 조종자

가 주변 상황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

문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실험을 통하여 장 용성  

효용성을 검증하 고, 장 용 시 발생하는 문제 을 

확인하여 시스템의 개선사항을 제시하 다.

본 시스템은 별도의 기반 인 라(서버, 통신망 등)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 장에도 용이 가

능하다. 한 굴삭기 외에도 다양한 건설장비에도 활용

이 가능하며, 매년 건설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  

착 사고를 방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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