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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프로세싱 기반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변화탐지 방법에 관한 연구

Change Detection Method for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Field

by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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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된 변화탐지

방법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의 안전 점검 방법은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육안으로 확인
하고 사진촬영 등을 통해 보관하는 방벙이 사용되고 있으나 관리자의 업무과다 및 시각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

해서 관리대상의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카메라나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취득된 영상을 이용하여 변화를 자동 탐지할 경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
며, 육안으로 탐지하지 못하는 작은 변화도 탐지할 수 있어 좀 더 정확한 업무수행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안전관리, 이미지프로세싱, 변화탐지, 공사현장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대상을 고정시설물과 이동시설물로 구분하고 과거영상과 현재영상을 비교하여 변

화된 영역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상의 특징점 및 특징기술자를 생성하고 특징점 정합, 이미지의

좌표변환, 이미지의 영역 추출 및 크기 변환, 필터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영상특징점은 다각형의 꼭지점, 선

분의 끝점 등 영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지점을 의미하며, 특징기술자는 영상특징점의 주변영상소 밝기값에

대한 통계로 정의된 고유의 값을 의미한다.

2. 이미지자료의 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자료 처리를 위해 영상특징점, 특징기술자, RANSAC을 통해서 처리속도를 향상시키

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다음과 그림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시설물과 이동시설물의 변화를 탐지하고

자 한다. 고정시설물의 경우 GPS의 위치정보와 시각정보를 이용하여 동영상의 해당 프레임의 검생범위를 지

정하고 주변 프레임들로부터 등록된 고정시설물의 이미지와의 매칭율을 계산한다. 이후 동영상 프레임의 이

미지와 고정시설물의 이미지의 최대 매칭율을 보이는 프레임의 이미지를 추출하게 되면 고정된 시설물의 변

화를 탐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동시설물의 탐지방법으로는 기존에 등록된 이동시설물의 이미지와 동영상 촬

영자료 이용하여 매칭율을 계산하고 허용범위에 들어오면 동영상의 프레임번호를 추출하고 GPS 정보로부터

추출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프레임번호와 시각정보를 매칭하여 탐지된 위치정보를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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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정시설물의 변화탐지 방법 그림 2. 이동시설물의 변화탐지 방법

3. 시설물 변화탐지 결과

등록된 이동시설물 이미지와 동영상의 프레임 이미지에 대한 영상특징점과 특징기술자를 계산하고 이를

매칭한 후, RANSAC을 이용하여 이동시설물의 이미지 공간에 포함되는 매칭점 총수가 특정 임계수치 이상

이면 분석을 멈추게 하여 처리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영상특징점 및 특징기술자 생성, Rensec은

OpenCV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현하였다. 동영상의 프레임 번호를 통해서 시각정보를 계산하고, 시각정보에

해당되는 GPS의 위치정보를 추출하여 이동시설물의 위치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동시설물의

정밀한 위치정보 확인을 위하여 지도 확대/축소, 위치정보 뷰 등 GIS 기능을 개발하였다.

그림 3. 시설물의 변화탐지 입력 그림 4. 시설물의 변화탐지 결과 확인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분석기술을 통해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형상변화를 자동 탐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변화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테레오 촬영을 통한 정사영상 이미지를 이용하

고 필터링에 적용된 길이 및 면적의 범위를 최적화 시키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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