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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인공지능 드론으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한다
영남에너지· 경남도시가스 등에 적용

2020년 09월 01일 (화) 11:54:36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 SK C&C가 비전(Vision) AI를 활용해 디지털 SHE(안전·보건·환경) 사업을 본격화한다.

SK C&C(대표 박성하)는 SK E&S와 함께 개발한 ‘에이든(AIDEN) 드론 기반 순회 점검 서비

스’를 충청에너지서비스㈜가 관할하는 청주 지역에 이어 영남에너지서비스㈜, 강원도시가스㈜가 관

할하는 구미·포항·춘천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에이든 드론 기반 순회 점검 서비스’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과 주변CCTV·모바일 영상 등 다양

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경고해주는 클라우드 기반 안전 관리 서비스다.

SK C&C의 비전 AI 솔루션 ‘에이든’과 연계한 드론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택가 밀집지역이

나 택지개발지구 등 안전관리 취약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가스관 등을 감시한다. 비전 AI를 활용

한 드론 점검 서비스는 미신고 굴착 공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객체 인식 기술을 이용, 다양

한 색상과 크기의 굴삭기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땅 밑에 묻혀 있

는 가스 배관 위치를 증강현실로 보여준다.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굴착공사 관리 등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한 사례

는 국내 최초다. 과거에는 드론 및 이동식 CCTV 등을 이용해 촬영된 영상을 사람이 눈으로 일일

이 살펴봐야 했다. 위험 상황을 감지해도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별도로 영상 속 풍경 정보와 지도

를 대조하며 분석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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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증강현실에 원근감도 적용해 위치 식별률을 높였다. 주변 CCTV 정보나 모바일 영상도 실시

간으로 분석해 위험 상황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앴다. 작년 서비스를 시작했을 당

시 90%였던 인식률이 현재는 93%까지 높아졌다.

에이든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별도의 시스템 투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확대 적용에 용이하

다. 고객이 보유한 드론과 연계만 하면 언제든 드론 점검 서비스 적용이 가능하다.

SKㆍ C&C 이원일 플랫폼3그룹장은 “에이든은 드론 뿐 아니라 CCTV, 모바일 영상 등 다양한 영상

의 실시간 분석에 강점이 있다”며 “지자체 등과도 협력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험 지역은 물

론 광범위한 지역 안전 관리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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