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R-Safer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AI 플랫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안전 교육 강화 및 예방 솔루션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  

Source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 

안전보건 관리체제 마련 

 안전보건 관리 조직 마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 

산업재해 관리 의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산업재해 기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절차 

안전보건 교육 강화 

 근로자/감독관 안전보건교육 
시행 및 준수  

 정기, 채용 시, 교육 시행 수립 

위험 관리 및 위험성 평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 조치 
 위험기계, 기구 검사 진행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및 

적정성 평가 

근로자 보건/안전 관리 강화 

 안전,보건 자료 작성, 게시, 
경고표시, 이행 관리 강화 

 작업 환경 모니터링 및 조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안전보건 예방 조치 

 작업장 안전, 추락 방지 조치 
 기계,기구 설비 안전 조치 
 화재,위험물 누출 방지 조치 
 전기위험 방지 조치 등 

Source : 율촌 



산업재해로 인한 기업 손실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이외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기업 비즈니스 영향 분석 

- 무형 자산 가치 하락 : 기업의 브랜드 가치 하락 및 투자 기간의 기업 가치 평가 시 위험지수 반영으로 부정적 평가  

- 매출 하락 : 생산 지연, 공정 기간 증가 및 기업 매출/영업이익 하락 (국내 산업재해율 1% 증가 시 성장률 0.45-0.71% 하락) 

Source : SB Korea [자문위원 칼럼] 안전보건과 ESG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Source : 매일노동뉴스 

Source : 조선일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IT 도입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건설, 제조, 리테일 분야에서 IT 도입을 통한 안전/보건 교육, 위험관리, 예방조치 및 재난관리 수행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영우 디지탈 전략 

국내외 솔루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IT 솔루션 플랫폼을 제공 함  

안전보건 교육 강화 

 근로자/감독관 안전보건교육 
시행 및 준수  

 정기, 채용 시, 교육 시행 수립 

위험 관리 및 위험성 평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 조치 
 위험기계, 기구 검사 진행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및 

적정성 평가 

근로자 보건/안전 관리 강화 

 안전,보건 자료 작성, 게시, 
경고표시, 이행 관리 강화 

 작업 환경 모니터링 및 조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안전보건 예방 조치 

 작업장 안전, 추락 방지 조치 
 기계,기구 설비 안전 조치 
 화재,위험물 누출 방지 조치 
 전기위험 방지 조치 등 

안전교육 플랫폼 제공 

 - 온/오프 교육 환경 제공 

 - 레코딩 기반 반복/주기적 교육 

 - 다국어 지원 기능 

 

VR/AR 기반 가상 실습 교육 

 - 사전 위험 작업 예행 

 - 재해 시 대응 절차 학습 

작업 현장 코칭 및 모니터링 

 (Smart Glass + Collaboration)  

 - 작업 지침 표시 및 준수 

 - 현장 상황 및 재해 대응 코칭 

작업현장 위험 인지 및 대응 (Video Analytic with AI)  

 - 지게차, 크레인 등 이동형 AI 카메라를 통한 위험 요소 인지 (운전자 및 중앙 상황판 동시 관리) 

 - 작업 현장의 작업자 위험 요소 (안전모, 위험지역 출입, 추락/쓰러짐 등), 화재, 위험물 누출 인지 및 알람 

   * 기 구축 CCTV 활용 가능   

재해 대시 보드  

 - 작업장 현황 및 재해상황 인지 

 - 재해 대응 절차 가이드 

 - 안전교육 및 재난 이력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통합 플랫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AIR-SAFER 플랫폼 소개 



AIR-Safer의 주요 기능(1/2) 

AI 기술력 검증 (다수 이미지 분석 기술 특허권) 솔루션으로 높은 이미지 인식률 및 신속한 이벤트 탐지 

교통 분석 침입 감시 객체 인식 AI플래닝 주차 분석 차량 인식 혼잡도 감시 

 

 

• Deep Learning기술 기반 영상 
분석 및 서비스 

• 분산 처리 기반 대용량 영상 
분석 및 검색. 

• 엣지 컴퓨팅에 최적화된 저지연, 
고속 영상 분석. 

 

•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의 업무 
순서 및 경로 문제를 해결 

• 물류, 시간표, 업무 문제 최적화 

• AI Planning기술을 활용한 물류 
자동화, 업무 자동화 

 

 

•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의 업무 
진행 시 의사 결정 지원 

• 국가 재난, 의료 등 위기대응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제시 

• 시맨틱 기술을 활용한 지식 
데이터베이스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AI 영상분석 AI Planning AI 의사결정

의사결정 



AIR-Safer의 주요 기능(2/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적화된 관리 시스템 체계 제공 (이벤트 감지, 알람, 저장, 검색 등) 

• 위험구역 지정 기능 
 
• 작업반경 또는 지정구역 내 
 사람 진입 시 위험 이벤트 발생 
  
• 작업 환경 내 쓰러짐 발생 감시 

작업 위험 발생 이벤트 

• 위험 상황 감지 후 경광등 점멸 
   및 알람 소리 발생 
 
• 실시간 위험이벤트를 크레인 
  조정기사 또는 신호수에  
  화면으로 알림 

이벤트 알림 기능  

• 위험이벤트 로그기록 저장 
 
• 사후 로그기록 검색 기능  
 (데이터 베이스 / 검색 아이콘) 

이벤트 저장 및 검색 기능 



AIR-Safer 서비스 제공시 고객의 기대효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고객의 고민 
 

- 법적 이해 및 대응 플랫폼 구축 등 포괄적 접근 부재 

 * 위험 요소 분석/평가, 안전 교육, 관리 및 대응관리 체계의 

   포괄적 정책 수립 및 대응이 어려움 

 * 기존 IT의 포인트 대응 솔루션과 법적 대응의 연계성 부재 

 

-   법적 대응을 위한 투자 리스크  

* 법무 자문, 대응 플랫폼 구축, 운영 인력 등 고 투자 발생 

* 분산 작업장의 IT 구축 및 서비스 인력 투자 비용 발생 

 

-   대외적 법적 대응 체계 마련 인식의 필요성  

* 단편적 대응 컨설팅, 포인트 대응 솔루션 구축 등으로 법적 

   대응에 대한 평가가 미약 

 

AIR-Safer 서비스 이용시 고객의 기대효과 
 

1. 올인원 (All in One) 서비스 

 * 법적 컨설팅(필요시), 대응 플랫폼 구축 가이드, 기업 특성 별  

    재해 관제의 커스트마이징을 통한 체계적 해결책 제시 

 

2. 투자 리스크 최소화  

* 구독형 서비스로 투자 분산 및 대규모 일시불 투자 회피  

* 재해 대응 IT 솔루션에 대한 원격 관제로 운영 인력 불필요 

 

3. 대외적 법적 대응 체계 도입 공신력 확보  

•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서비스 구독 

     (필요시)으로 대외 공신력 확보 

*  시스코 및 국내외 AI 솔루션 활용 지능화 관제 구축  

 



AIR-Safer의 사례 

연기 / 화재 감시 

Fire: 95% 

Smoke: 
94% 

Fire: 92% 

Smoke: 
96% 

지능형 영상 분석 

중장비 안전 이벤트 알람 전송 

정보 분류 정보 설명 

시간 이벤트 발생시간 

CCTV 이벤트 발생 CCTV 

이벤트 종류 사건·사고 종류 

영상 보기 
영상 시작 
영상 삭제 



AIR-Safer의 사례 



Summary 

- 전용 AI솔루션이 탑재된 어플라이언스 타입 (구축 신속성) 
- AI 관제 운영솔루션을 통한 HW 상태 모니터링 제공 
- 고객사 상황에 맞춰 무선랜, IOT, GPU추가 구성 등 확장 가능 

어플라이언스 솔루션 

- 로컬 어플라이언스 기반 AI분석을 통해 영상분석 및 결과 도출 시 지연시간 최소화 
- 클라우드로 CCTV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시 상황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며 , 전송이 

완료된 후 분석이 수행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의 커다란 GAP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연은 중요 사건에 대한 조치 지연 초래 

- 로컬 환경에서 CCTV의 데이터를 어플라이언스를 통한 즉시 분석을 수행하여 재해 및 인재 발생 
인지 시간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더 큰 사고 발생 예방 

- 최적의 AI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주요 재해, 인재 발생이 예상되는 증상을 사전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 

최적의 AI 분석 성능 

- 클라우드 기반 통합운영 툴을 통해 전세계 다수의 사이트에 구성하여도 단일 대쉬보드를 통한 
통합 관리 가능 

- 안전교육, 재난관제, 대응프로세스 제공 및 재난 이력관리를 하나의 대쉬보드에서 제공 
- 제안되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2벌 복제가 적용되어 장애 

발생시에도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아키텍쳐가 적용되어 있음. 

중앙화된 통합 관리 

- 다수의 고객사에서 AI관련 프로젝트 진행 경험 보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항, 스마트팩토리 등) 검증된 AI 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