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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中 감시기술…건설 현장 '농땡이' AI로 잡아
낸다
기사입력 2020-07-06 11:02

위험 행위 방지 등 안전 감독에도 쓰여

중국 건설 현장에 쓰이는 AI 감시 기술출처: 중국과학원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감시대국'으로 불릴 정도로 사회 전반에 감시기술이 널리 쓰이
는 중국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 건설 현장의 '농땡이'를 잡아내는 기술이 등장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자동화연구소는 이러한 기술을 다
룬 논문을 최근 중국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기술을 적용하려면 우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개별 노동자에게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고
유 식별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이들은 AI 기술이 적용된 폐쇄회로(CC)TV의 감시 대상이 된다.
공사 현장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연계된 이 AI 기술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하는 행동을 면밀히
관찰, 이들이 맡은 일을 하는지 아니면 일하는 척하면서 농땡이를 피우는지 식별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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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장 노동자가 일하는 척하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담배를 피우면 AI는 이를 통제
요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중국 광저우(廣州)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등 빈둥거리
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 AI 기술은 인간 감독관의 짐을 덜어주는 데 한몫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AI 기술은 건설 현장의 안전 감독에도 쓰여 노동자가 헬멧을 쓰지 않거나 위험 지역에 들어갈
때, 노동자 간 싸움이 벌어졌을 때 등의 경우에 통제 요원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다.
중국 국영기업이자 세계 3위 석유 기업인 중국석유천연가스(中國石油·CNPC)는 중국 내 수십 곳의
건설 현장에 이러한 AI 감시기술을 도입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중국이 지난 3년간 건설 현장
에서 사용한 시멘트의 총량은 미국이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한 시멘트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미국도 AI를 활용한 감시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생활 보호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미국의 한 기술기업은 특정 건물 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지키도록 감시
하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고유 식별번호를 각 직원에
부여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빠르게 확산하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법
률적, 도덕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AI 법'을 제정하고자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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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차별금지법안, 성 소수자 어떤 내용?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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