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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설공사의 대형화, 고층화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000건의 건설재해가 발생히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산업재해의 1 7%에 해당하고 있다. 건설 

재해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충돌과 추락사고가 전체 건설재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센서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와 위험 대상체간의 안전거리를 예측함으로써 추락 및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모 

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무선신호 강도와 노이즈 계수를 분석함으로써 안전거리를 예측하고 무선 네트워 

크망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안전거리를 추적하고 경보음을 통한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액심용어 건설재해, 안전모니터 링, 무선센서,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ABSTRACT High incident of accidents in construction jobsite became a social proble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more than 60,000 fatal accidents occur each year in construction workplace worldwide. η1is nwnber of 
accidents accounts for about 17 percent of all fatal workplace accidents. Especially, accidents from struck-by and fa lls compri se 

of over 60 percent of construction fatalities. This paper introduces a prototype of a received signal sπength index (RSSl)-based 

safety monitoring to mitigate the potential accidents caused by fa lls and struck-by. Correlation between signal sσen망h and noise 

index is examined to create the distance profile between a transmitter and a receiver. lliroughout the distributed sensor nodes 

attached on potential hazardous objects, the proposed prototype envisions that construction workers with a tracker-tag can iden

tify and monitor their current working environment in construction workplace, and early warning system can reduce the 

incidents of fa tal accident in construction job site. 

KEYWORDS construction accident, safety monitoring, wireless sensor, network, ubiquitous 

1 . 서 르코 .__ 

다른 산업과 달리 노동집약적이고 1회성 주문생산의 형 

태를 나타내고 있는 특수한 건설 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프 

로젝트 비용 절감, 건설현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 

한 학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lT기술과 유비쿼터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현재의 

건설산업은 이전보다 자동화되고 효율적인 공정, 품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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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회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 

으며, 무선센서 네트워크, 첨단 컴퓨팅 및 통신 기술은 유 

비쿼터스 건설환경을 위한 핵심기술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에 따라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부터 건설현 

장 내에서의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관리 지침서, 안 

전교육,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의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고층화 추세로 인해 중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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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의 중대안전사고의 발생회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 

다. 호뉴국산업안전공단의 20이년부터 2005년간의 “산업재 

해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 평균 건설업에서 발생 

한 재해자수는 1 9,000여명에 이르고 있다(이정절 등, 2007). 

한편, 1996년에 발표된 미국국립안전위원회(Nationa l Safety 

Council)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1 ,000여명의 미국 건설 근 

로자들이 건설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고 나머지 350ρ00 

명은 불구가 되고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Abdelhamid 등, 

2000). 또 다른 자료로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ι0)가 2005년도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대형산업재해 중에서 건설현장에 

서 발생하는 재해의 비율이 17%를 차지하고 있다(Hinze 

등, 2005). 이는 전 세계 인구를 고려했을 때 건설현장에서 

의 대형안전사고로 인해 I O분에 한명씩 건설 근로자가 목 

숨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을 비교해보면 추 

락사고와 충돌사고가 60∼70%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200 1 

년부터 2005년동안 집계된 우리나라의 건설재해 유형을 

분석해보면, 추락사고가 31.02%, 전도와 낙하비래를 포함 

한 충돌사고가 42.55%, 협착사고가 11.47%, 그리고 기타 

사고가 14.96%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미국 노동성에서 조사한 1997년부터 2000 

년까지의 4년간 건설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사고가 

전체의 36%, 전도와 낙하비래를 포함한 충돌사고가 24.6%, 

협착사고가 11.9%, 그리고 기타 사고가 27.5%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I 참조).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충돌 및 협착사고는 많은 경우가 

위험 대상체로 인식되어지는 건설장비, 건설자재, 낭떨어 

지, 굴착지역 등과 근로자들 사이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부주의에 기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근로자들이 

평소에 안전교육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안전거 

(a) 우리나라 

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으면 건설재해에 의 

한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 

현장의 재해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대형 

화 및 고층화에 따른 대형 건설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 

의 안전과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단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또한, 무선센서의 송수신단말기 상호간의 단거 

리 무선신호 강도를 계측하여 거 리를 예측하는 기 법을 제 

시함으로써, 향후 저비용, 확장성, 편리성 기반의 건설 유 

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적용 타당성 

을확인하였다. 

2 . 국내외기술동향 

국내외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 

한 제도적, 관리적, 교육적인 노력은 수십 년전부터 계속 

되어오고 있으나,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 IT기술을 활 

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십여년 동안 RFID, 무선센서, 모바일 통신장비 등의 첨단 

IT기술이 제시하고 있는 잠재적 현장적용성이 여러 문헌 

을 통해 소개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토타입 

개발 및 사례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서서히 건설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무선 통신이 가능한 

RFID, GPS, 무선센서 등의 응용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서, 건설 자재, 인력, 장비 등 현장자원의 위치정보를 효율 

적으로 트래킹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Caldas는 GPS단말기와 휴대용컴퓨터를 이용 

하여 건설자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했으 

며(Caldas 등, 2006), Song은 RFID를 활용하여 야적장에 있 

는 파이프자재의 위치정보를 해석하고 트랙킹할 수 있는 

〕|타 

」 힐착사고 
11.47% 

L_ 

(b) 미국 

그림 1. 우리나라와 미국에서의 건설재해 유형(이정철 등, 2007; Abdelhamid 등, 2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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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제시하였다(Song 등, 2006). Lee는 적외선과 초음 

파 센서를 융합하여 모바일 센서 단말기(MS마를 개발하 

여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였고(Lee 등, 2009), Jang은 지그비 무선센서와 초음파 센 

서를 융합하여 보다 정확한 건설자원의 위치정보를 계측 

하고 네트워킹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트래킹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Jang 등, 2009). 

하지만, 대상면적이 넓고 건설공정과 자원의 흐름이 비 

정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건설현장에서 첨단 IT기술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능과 기능뿐 

만 아니라 설치비용, 확장성, 사용편이성, 호환성 등이 함 

께 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그비 

(ZigBee)를 이용한 무션센서 네트워크는 GPS나 RFlD시스 

템과 달리 비용, 확장성, 호환성 측면에서 우수하여, 향후 건 

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적용성이 높으리라 판단된다. 

3‘ 무선센서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컴퓨 

터 네트워크망을 구축함으로서 보다 친인간적, 능동적, 보 

편적인 의사소통 및 환경제어를제공하고 있는차세대 IT 

패러다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현재 새로운 혁신과 전 

환점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건설업에서도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하여 현재보다 더욱 자동화되고 유기적인 시 

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토목건 

설 인프라 구축의 중심이 되는 건설계획, 디자인, 해석, 시 

공, 및 유지보수 관리에 이르기까지 보다 확장된 영역으로 

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 나아가, 유비쿼터 

스 기술은 노동집약적이고 정체되어 있는 저부가가치의 

건설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첨단무션센서, 네트워킹, 데 

이터베이스, 및 로봇기술의 융합을 통해 현재의 노동집약 

적인 자료수집, 문서기록,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차세대 건설업이 지향하는 공정자동화 및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서의 첨단융합 건설기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핵 

심기술로서 기대되어지고 있다. 

무선센서 네트워크는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기반의 초소형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과 다양한 

센싱기술 및 무선통신 표준화, 그리고 임베디드 시스탱 기 

술이 융합되어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적 

기술의 하나이다. 특히, 지그비는 2.4 GHZ 주파수 대역의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lEEE802. I 5.4 표준 규약을 사용 

하고 있는 무선센서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통신 프로토콜 

로서 초전력, 저가격, 사용편이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표 

표 1. 지그비 프로토콜의 사양 

주파수 대역 2.4 GHz 

채널개수 16 

Bandwidth (kHz) 5,000 

데 이 터 전송율 (kbps) 250 

Symbol rate (kbps) 62.5 

모률레이션방식 0 -QPSK 

디퓨전방식 DSSS 

지역 Worldwide 

l 참조).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의 유선망을 대체하면서 

생산라인을 단순화시키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복잡 

한 유선망 구성에 비해 유지보수가 간편해서 산업현장의 

공정 자동화, 제어 및 모니터링 기법에 지그비 도입이 확 

산되고있는추세이다 

지그비는 근거리 저용량의 정보를 손쉽게 송수신함과 

동시에 Mesh Network기 법을 활용하여 무려 최대 65,000개 

의 센서 노드와 네트워크망을 형성함으로써 뛰어난 응용 

확장성을 실현하고 건설현장과 같이 넓은 지역의 다량 센 

서와의 통신에 적합한 기술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 특히 

지그비는 표준화된 프로토콜(protocol)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말기 통신 규격만 통일해서 사용하면 응용범위가 거의 

무한하고, 전력 소모량도 무선인터넷의 6분의 l에 불과하 

여 단말기의 배터리 수명을 길게 유지함으로써 건물자동 

화 및 건설현장 모니터링에 최적의 응용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4. 안전 모니터링 시스탬 

4.1 개요 

건설 현장 내의 위험요소와 근로자들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현장 내에서의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예방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무선센서 기반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먼저 무선센서 송신 

단말기(Tx)를장비,자재,굴착지역 등의 위험 대상체에 부 

착시키고, 또다른 무선센서 수신 단말기 (Rx)를 인부의 안 

전모에 부착시킨다 여기서 위험 대상체에 부착되어 있는 

송신 단말기는 단말기의 ID 정보와 함께 일정한 주기로 무 

선 신호를 송신하게 되고,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되어 있 

는 수신 단말기는 방사형으로 전파되는 이 무선 신호를 수 

신받아 위험 대상체와의 거리를 산출하게 된다. 수신 단말 

기 는 수신 전파 강도(Received Signal Sσength Index, RSSI) 

를 감지하여 환산 거리로 변환 후, 위험 예측 거리와 비교 

하여 근로자들에게 경보 등의 알람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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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그림 2.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모식도 

동시에 안전모에 배치되어있는 수신 단말기는 안전 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데이터 로거로 전송하게 되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 인터넷 또는 GPRS(General Packet Ra이o Service) 

등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관리 사무소로 정보를 전송 

한다. 중앙관리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정보는 현 

장 내의 모든 위험요소와 근로지들간의 안전 상황을 추적 

하고 감지함으로서 현장내의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 

설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모식도가 그 

림 2에 나타나있다. 

4.2 거리 계측 실험 및 문석 

본 연구에서는 무센센서의 기능성과 네트워크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그비(ZigBee) 기반의 2.4 GHz Micaz 

무선 모률을 사용함으로써 건설 현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 

템을 위한 안전거리 계측 기법을 개발하였다(그림 3 참조). 

거리계측 실험을 위하여 , 송신 단말기에는 IO초 간격으로 

l바이트의 단말기 lD와 2바이트의 송신 카운터를 실은 무 

선 신호를 최대 전력 (OdBm)으로 송출하고, 수신 단말기는 

무선 신호를 수신하여 RSSI를 계측하고 송신단에서 보내 

그림 3. 거 리계측 시스템에 사용된 무선샌서모률(Micaz)과 

멀티센서보드(MTS310CA) 

효택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제2권 제2호 

온 카운터와 실제 수신받은 패킷 개수를 비교하여 수신율을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계측된 RSSI와 패킷의 수신율은 

각각 dBm과 퍼센트로 환산되어 직렬포트를 통해 base 

station으로 전달이 된다. 또한, 미리 산정된 노이즈 계수도 

(noise index) 이내의 값이 나타날 경우, MTS310CA 멀티센 

서보드에 부착되어있는 스피커를 통해 경고음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작업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거리 확보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4(좌)는 수신단에서 수신 받은 300여개의 RSSI 샘 

플값을 측정하여 O∼20 m 범위에서 dBm으로 도시한 것이 

다. 그림에서 나타나있듯이 RSSl를 이용한 거리계측 방법 

의 가장 큰 단점으로 알려져 있는 수신 신호의 심한 변동 

현상으로 인해, 일관된 거리 프로파일 곡선을 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는 동일 거 리상에서도 주변 환경의 특성 

에 따라 멀티패스나 간섭으로 인해 진행되는 무선 신호의 

세기가 변형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무선 신호가 장애물 

을 통과하게 될 경우 무선 신호의 세기가 크게 감소되어 

거리 환산에 많은 오차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거 

리에서 계측한 RSSI의 시간이력곡선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그림 4(우) 참조).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송신단과 수 

신단 사이 에는 장애물이 없는 LOS(Line-of-Sight) 상태를 

가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계측된 샘플값을 대상으로 

다항식 보간법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였고, 보간 곡선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고, 

R-squar양+ RMSE(root mean squared error)가 각각 0.991 , 

1.028로 나티났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보간 곡선의 추세는 송수신단 

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무선 신호의 세기가 급격히 감소하 

여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정 거 리 

에서 무선신호 강도의 표준편차 분포도 거리가 멀어질수 

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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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거리에 따른 무선신호 강도곡선(좌)과 시간이력곡선(우) 

표 2. 계측된 무선신호 강도의 평균 , 표준편차와 패킷 수신율 

0 m I I m I 5 m I IO m I 20 m 
-25.111 -55 .35 I -62.39 I -66.01 I -74.24 

0.40 I 0.6 1 I o.63 I o.64 I o.65 

I 00 I I 00 I I 00 I I 00 I I 00 

평균 (dBm) 

표준편차 (dBm) 

수신율 (%) 

거리가 먼 곳에서 계측을 할 경우는 높은 노이즈(noise)로 

인해 RSSI값에 의존해서 거 리를 환산하는 방법에 오차 발 

생율이 높아지게 되어 정확한 거리예측기법으로서는 부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안전거리를 예측할 때 주된 

판단기준으로 고려되는 단거 리(0∼ 10 m)에서는 상대적으 

로 낮은 노이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단거리에서의 노이즈를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거리 예측 

이 가능한 기법을 제시하였다. 

RSSI값의 거리에 대한노이즈계수는경사도(gradient)의 

역수로 정의하여, 임의의 두 지점 사이에서 예측되는 RSSI 

기대치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즉, 

noise= ! 
g 

여기서, 

g = 따누따j 이며, 
o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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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거리에 따른 노이즈 계수곡선 

15 20 

f(a)와 f(b)는 각각 거리 a와 b에서의 RSSI 기대치이다. 

거리에 따른 노이즈 계수를 곡선으로 도식하면 거리 증 

가에 따라 S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5 참조). 이는 

단거리에서는 계측된 RSSI값의 환산 거리의 오차범위가 

작게 나타나고 반대로 장거리에서는 환산 거리의 오차범 

위가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장거 리 20 m에 

서 계측된 RSS I값의 노이즈가 4 m/dBm 정도의 값을 나타 

내는데, 이는 계측된 dBm값은 거리로 환산할 경우 4m정 

도의 계측오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 

• 
20 

그림 6. 노이즈 계수곡선을 활용한 3단계의 경보발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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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적용 

건설 현장내의 위험 요소로 구분되는 건설장비, 추락다 

발지역 등은 발생 예측지역은 가변적이고 근로자의 작업 

중에 무의식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구간이다. 이와 같 

은 위험 지역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작업 활동 영역에 대 

한 위험 대상체의 작업 반경으로 위험 등급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5∼lOm 정도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경 

우 많은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 

서 안전거 리 확보를 위한 W- 1, W-2, W-3의 3가지 경보 등 

급과 각각 1, 5, 10 m의 안전거리로 지정하여 각각의 noise 

index를 nl, n2, n3로 지정하였다 즉, 근로자와 위험 대상 

체의 거리가 Im 이내일 경우 W-1 경보가 발생하여, 즉각 

적으로 근로자에게 강한 경고음을 발생시킴으로써 근로자의 

빠른 대응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Sm 거리 내에서는 W-

2 경보음을 발생시켜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리고, 10 m 거리 내에서는 W-3 경보음을발생시켜 안전 

사고에 대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탱을 구성하였다. 

5 . 결 르르 
‘--

문명이 발달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설현장에 

서 발생하는 건설재해에 대한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그 어 

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제도적, 관리적, 교육적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 내의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하 

는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고층 

화 추세로 인해 중상 및 사망사고 같은 중대안전사고의 발 

생회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재해 

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 무선센서 네트워 

크 기법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기법 

을 개발하였다. 지그비 무선모률을 사용하여 송수신단말 

기 상호간의 무선신호 강도를 실험을 통하여 계측하였고, 

계측된 무선신호의 강도를 분석하여 각 단말기간의 거리 

와 노이즈강도를 예측함으로써 20 m 이내의 안전거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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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기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안전거리 예 

측기법을 활용하여, 3개의 안전거리 경보등급을 지정하여, 

위험대상체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빠르게 

위험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향후 보다 복잡한 건설현장에 적용가능한 안전관리 모 

니터링 시스댐의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거리 예측기법의 

현장적용 모벨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가변성이 많은 무 

선신호의 신호분석 및 오차보정기법의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판단된다. 

잠고문헌 

이정철, 신승우, 이찬식 (2007) 중, 고령 건설근로자의 재해 분 

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 I), pp. 797∼800. 

Abdelhamid, T.S. and Everett, J.G (2000) Identifying Root Causes 

of Consσuction Accident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

ing and Management, 126(1), pp. 52∼60 . 

Caldas, C.H ., Torrent, D.G, and Haas, C.T. (2006) Using Global 

Positioning System to Improve Materials-Locating Processes 

in Industrial Project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2(7), pp. 741∼749. 

Hinze, J., Huang, X., and Terry, L. (2005) The Nature of Struck-by 

Accident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

ment, 131(2), pp. 262∼268. 

Jang, W.-S. and Skibniewski, M.J . (2009) Embedded System for 

Construction Asset Tracking Combining Radio and Ultra

sound Signals, Journal of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 

23(4), pp. 221∼229‘ 

Lee, U.-K., Kim, J.-H ., Cho, H., and Kang, K.-1. (2009) Develop

ment of a Mobile Safety Monitoring System for Construction 

Sites, Automation in Construction, 18(3), pp. 258∼264‘ 

Song, J., Ergen, E., H없s, C.τ, Akinci, B., and Caldas, C.H. (2006) 

Automating the Task of Tracking the Delivery and Receipt of 

Fabricated Pipe Spools in Industrial Pr이ects , Automation in 

Construction, 15(2), pp. 166∼177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외 기술동향
	3. 무선센서 네트워크
	4.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5.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