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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건설 현장이나 발전소 등의 고소 작업이 많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웹 서

비스에 기반에 고소작업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ㆍ저장하여 그 데이터를 통해 관리자가 작업자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고 위험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작업자가 하는 행동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통해 고소 작업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경각심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키워드: 작업자안전관리(Worker‘s Safety Management), 고소 작업자(Worker at Height), 실시간 모니터링

(Real-time Monitoring)

I. Introduction

매해 산업현장에서는 각종 사고가 발생한다. 2016년 교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따르면 고소 작업 중 추락사고로 재해를 입은 

작업자들의 비중이 많다[1]. 추락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은 고소 작업 

중 안전 고리를 깜빡하고 걸지 않거나 산업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관리자가 넓은 작업현장에서 모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산업현장에서의 휴먼에러를 잡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작업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산업용 안전벨트

를 설계하고, 작업자로부터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자패턴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한다[2][3][4].

II. Design of the System 

1. System Architecture

Fig. 1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작업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도이

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작업자의 상태를 가속도 자이로 센서로 작업자가 위험행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압력 센서로는 안전 고리가 걸려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받은 데이터는 블랙박스 내부의 SD카드에 

1차적으로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는 2차적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관리자는 작업자의 상태를 스마트폰 알림으로 받게 되고 클라우드에 

저장 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Fig. 2는 시스템의 시퀜스 다이어그램이다. 클라우드에 센서 값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위험을 감지하면 Telegram Bot 으로 관리자에

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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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quence Diagram

2. Notification

작업자의 위험행동을 관리자 스마트폰에 알림을 주기 위하여 

Telegram Bot API를 이용하였다. 센서로 부터 값을 읽어 작업자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Fig. 3과같이 관리자의 스마트폰으로 

알림메시지를 전송한다.

Fig. 3. Alert Messages

3. Data Collection

클라우드에 작업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센서 값을 전달하기 위해 

ThingSpeak 서비스를 이용하고 SD CARD에는 데이터 백업을 위해 

클라우드에 전송하는 값과 동일한 값을 저장한다. Fig. 4의 그래프는 

작업자의 행동 데이터가 전달 된 모습이다. 그래프에서 데이터 값이 

갑자기 증가하는 지점은 현재 작업자가 뛰는 상태를 의미한다.

Fig. 4. ThingSpeak Graph

III. Conclusions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관리자가 작업자의 위험행동을 감지하

고 작업자의 행동 데이터를 얻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작업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작업자의 위험행동여부를 작업자, 관리자에게 경고 및 알림

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행동 데이터를 축적하여 작업 

환경이나 작업 진행 방식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머신러닝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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