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산업재해 중 건설업 분야는 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사고 사망자 수 또한 적지 않은 
수치가 나타나므로 건설업 분야에 대한 안전시스
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2018년 9월 기준 산업별 사
고 사망자 현황은 2017년 건설업이 506명으로 가
장 높고, 제조업(209명), 서비스업(144명) 기타(105
명) 순으로 건설업의 사고사망자가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체계적은 위험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각종 장치들은 계측
기기로서의 기능만을 갖추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
여 건설현장의 무너짐(붕괴/도괴) 현상을 기울기센
서 및 진동센서를 통하여 방호벽의 기울기 및 진
동 정도를 계측하도록 한다. 계측된 기울기 정보 
및 진동 데이터를 WiFi(802.11n) 기반으로 원격지
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IoT 기반의 상황계측
모듈과 IoT 기반의 안전사고 예방 관리용 플랫폼
을 구현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IoT 기반의 플랫폼을 통하여 관
리자 및 사용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 모
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교육은 사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사고유형 중 무
너짐(붕괴/도괴)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으므로 사고 발생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1은 건설현장에서 무너짐이 발생할 수 있
는 환경을 제시하였다.

그림 1. 무너짐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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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건설연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에 대한 예비연구가 필요하며, 건설현장의 다양한 사고유형 중 무너짐(붕괴/도괴)이 38.5%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과 무너짐에 대한 사전 조짐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비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현장은 현장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2차사고까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상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관리 플랫폼 및 상
태계측모듈을 연구개발하며, 건설현장 상태정보로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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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무너짐과 같은 산업재해는 대부분 
버팀대의 기울어짐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
한 버팀대의 기울어짐을 계측할 수 있는 기울기센
서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진동을 계측
할 수 있는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버팀대의 안
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계측모듈 
및 관리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림 2는 전체적인 IoT 기반의 상황계측모듈과 
안전사고 관리용 플랫폼의 구성도를 제시하였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의 구성은 기울기 및 진동감지 센스를 활
용한 센스 데이터 수집용 디바이스 4개와 1개는 
각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인터넷으로 정
송하는 모듈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 기울기 및 진동감지 모듈

데이터 취합 및 인터넷 전송용 디바이스에서 전
송되는 센서 데이터는 oneM2M 사물인터넷 표준 
MQTT(Message Queue Telemetry Transport) 프로토
콜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였으며, MQTT로 전
송되는 센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MQTT Broker를 설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기울기 및 진동센스의 데이터를 Subscribe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구성하였다.

기울기 및 진동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MQTT 
Broker를 통해 실시간 센스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센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4는 기울기 및 진동 데이터를 모니터링 한 
화면을 제시하였다.

그림 4. 기울기 및 진동 모니터링 화면

Ⅲ. 결  론

현재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각종 장치들은 계측
기기로서의 기능만을 갖추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
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요인의 변화를 감지
하고 데이터를 Cloud 서버로 전송하여 위험도를 
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IoT 기반의 안전사고 예방 
관리용 플랫폼을 통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너짐(붕괴/도괴) 현상을 기울기센서를 통하
여 버팀목의 기울어짐 정도를 감지하여 관리자에
게 알려줄 수 있었으며, 진동센서에 의하여 이상 
진동에 발생을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진동센서 데이터의 주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무너
짐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방향은 작업환경의 위험요소를 감지하
기 위하여 연기감지, 복합가스측정(인화성가스), 산
소농도(CO2) 등을 추가하여 작업현장의 상태정보
를 원격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모듈과 사고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작업현장에 작용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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