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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8년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2017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산업 재해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

의 34%를 차지한다. 건설 산업재해를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현장에서는 문서작업을 주 안전관리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

다. 하지만 문서작업을 통한 안전관리는 관리자가 인식하는 작업과 실제 작업간의 괴리감을 발생시키며, 관리인원의 부

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해유형인 떨어짐을 현

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소작업 관리 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관리 시스템의 요소기술로는 4D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정보와 기압센서 간의 상대적인 고도차이, 실시간 위치 추적 기술(RTLS-Real Time

Locating System)이 적용된다. 본 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의 고소 작업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자의 위치를 실시

간으로 파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문서를 통한 관리방법을 탈피하고, 관리자가 고소 작업을 능동적,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키워드 : 기압센서, RTLS 시스템, 웨어러블센서, 고소작업판별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년 1월 정부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

소하겠다는 목표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

립․발표 했다. 이에 따라 재해율의 높은 주요 산업들의 안

전관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은 재해율의 

높은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재해발생 비율 대비 재해 사망

률이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건설업의 재해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재해 사망률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오래전부터 안전관리 방안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로 IoT 기술

과의 융합을 통해서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

고 있다. 공공 건설현장의 경우 국토부에서 발표한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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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건설기술 로드맵(18.10.13)을 통해 건설 안정성을 향상시

키고, 작업자와 장비들의 위치와 같은 안전정보들을 통해 

예측형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5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는 IoT 기반의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 도

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건설업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2017년 산

업재해 현황분석’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건설업의 

재해율은 제조업과 같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

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떨어짐’, ‘낙상’으

로 인한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의 34%로 건설업 재

해의 가장 큰 원인이다. 분석 결과를 통해 건설현장의 위

험작업들 중 고소작업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비중이 높으며,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소작업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고자한다. 4D BIM의 정보와 기압센서 간의 고도 차이를 통

해 고소작업을 판별해내고, 해당 고소작업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A 건설사

- 위험성 평가로 예상 사고위험 도출

- 작업 전 예상 사고위험 예방책 수립 및 작업자 안전

교육

- 작업 전 작업 허가서 제출

- 위험 작업 시 관리자 순찰

B 건설사

-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실시

- 지속적인 안전 교육(TBM)

- 작업 전 작업 허가서 제출

- 위험 작업 시 관리자 순찰

C 건설사

- 위험성 평가 진행

- 작업 전 작업 허가서 제출

- 위험 작업 시 안전감시단 순찰

D 건설사

- 위험성 평가 진행

- 작업 전 작업 허가서 제출

- 위험 작업 시 2인 1개조로 진행

- 작업 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타 공종 작업자 접근 금지 및 통제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건설 현장의 고소작업을 판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이며, 연구의 범위는 고소작업 판

별 시스템 개발,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개발, 오

차 감소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적용, 각 시스템들의 연계, 

최종적으로 시스템 개발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범위

를 한정한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2. 이론적 고찰

2.1 사고발생 메커니즘

재해의 예방은 재해 발생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재해 발생원인 분석은 사고발생 메커

니즘을 통해 규명한다. 사고발생 메커니즘은 하인리히

(Heinrich 1959)의 사고발생 연쇄성 이론을 기반으로 모든 

재해에는 원인이 있으며, 재해의 발생은 언제나 사고 요인

들의 연쇄 작용으로 인해 발생이 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면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림 2>는 도식화 된 사고발생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그림 2. 사고발생 메커니즘

사고발생 메커니즘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소작업을 분석

해보면 작업자가 위험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 높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는 작업 상태 등이 불안전한 상

태에 해당하고, 안전 고리 미체결, 작업과는 무관한 불필요

한 행동 등이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에 해당하는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면 재해를 효과

적으로 줄일 수 있다.

2.2 현장 안전관리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

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개의 건설사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건설사 별 위험작업 안전관리

인터뷰 결과 4개의 건설사 모두 공통적으로 작업 전 위

험성 평가를 시행하며, 작업 이전 작업허가서 또는 작업 

일보 등의 위험작업 관련 문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 교육

을 진행하고, 위험작업 시 안전 관리자가 순찰을 하며 안

전관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며 작업 관련 문서와 실

제 작업 간 괴리가 발생하여 관리자가 작업 위치를 찾아다

녀야 하며, 작업자의 수에 비해서 관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2.3 RTLS 시스템 및 BIM 관련 기존연구 고찰

사고발생 메커니즘을 통해 분석 된 결과를 바탕으로 불

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 중 

RTLS(Real Time Locating System) 시스템과 BIM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표 2>는 RTLS 



논문명 저자 연구내용

위치추적기술을

이용한 BIM 기반

건설현장 안전관

리 시스템

이현수 외 4

인 (2009)

RTLS system 및 BIM 기반의 작업자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한

가변적 상황 및 작업자에 대한 관리

Scenarios for

I n t e g r a t i n g

IPS-IMU with BIM

Technology in

C o n s t r u c t i o n

Safety Control

Ding Liu 외 2

인 (2020)

IPS-IMU 시스템 및 BIM을 통합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자동 경보 시

스템 시나리오 연구 및 개발

건설 안전관리를

위한 실시간 위치

추적(RTLS) 기술

개발

이광표 외 4

인 (2010)

RTLS system 분석과 현장 적용 가능

한 위치추적 기술을 개발 및 현장 검

증

Real-time locating

systems and safe

-ty in construction

sites: A literature

review

Nazi

Soltanmoham

madlou 외 4

인 (2019)

건설안전관리에 적용된 RTLS system

의 기존 연구들에 대한 연구의 흐름,

성과 및 한계를 조사하고, 향후 RTLS

system의 현장 안전관리 방법으로 통

합을 위한 연구 방향 제시

시스템과 BIM을 적용한 기존 연구 현황을 보여준다.

표 2. RTLS 시스템 및 BIM 관련 기존연구 현황

기존 연구들은 작업자에게 노출되는 위험과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서 작업자와 장비의 위치와 방향의 중요하며, 따

라서 태그와 리더기를 통한 RTLS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BIM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위험 변수를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연구를 진행 한다.

하지만 위의 기존 연구들은 현장의 모든 작업자를 대상

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은 특정 공

정(고소작업, 지하실 작업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며, 위

치 추적 시 평면사의 위치 오차는 작은 편이나, 수직 변위 

오차가 크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3. 시스템 구성

3.1 시스템 프로세스

시스템 프로세스의 첫 번째 과정은 작업자가 하고 있는 

작업이 고소작업인지 판별하는 것이다. 고소작업의 판별은 

4D BIM에서 가져오는 현장의 바닥 정보와 기준 기압센서

와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압센서의 차이를 통해 확인이 된

다. 작업자가 고소작업을 하고 있다는 판별이 내려지면 해

당 작업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위치를 시각화하여 관리

자에게 보이게 된다.

시스템 프로세스 흐름은 <그림 3>과 같이 진행이 되며 

시스템 구성은 <표 3>과 같다.

그림 3. 시스템 프로세스 흐름도

표 3. 고소작업 관리 시스템 구성도

고소작업 관리 시스템

System

고소작업 판별 시스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4D BIM
기압센서 높이 차

측정
비콘 위치 추적

Hardware -

Arduino Uno3,

기압센서, 송신용

블루투스(HM-10)

Arduino Uno3,

비콘, 비콘신호

수신기(HM-10)

Program Navisworks
아두이노 프로그램,

Python

아두이노

프로그램,

Python

Function
특정 작업 시점의

현장 바닥정보 추출

기압을 통한

높이차를 측정,

고소작업 높이

판별

고소작업자의

위치파악

그림 4. 시스템 모듈 구성 및 통신

3.2 고소작업 판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m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따라서 바닥면에서 2m이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고소작업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

러 공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소작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골조공사에서 한 개 층씩 거푸집 및 철근 공사를 하는 작

업도 고소작업에 포함되고, 마감공사 중 천정공사나 상부공

간에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도 고소작업에 포함된다. 당연히 

외벽 마감을 위해서 외부 시스템 비계나 달비계에서 행하

는 작업도 고소작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뿐만 아니라 슬래브 골조공사와 같이 바닥면에서 이루

어지는 작업도 고소작업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자

와 바닥면의 높이 차이만으로 고소작업을 판별할 경우 정

확하게 고소작업자를 특정해 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프로젝트의 4D 

BIM 정보를 활용한다. 4D BIM을 통해 특정 작업 시점의 바

닥 정보를 추출하고 바닥의 정보와 RTLS 시스템으로 이용

하는 비콘의 좌표와 매핑(Mapping)을 한다. 특정 작업 시점

의 현장 바닥 정보와 비콘 좌표가 매핑(Mapping)이 되면 

현장의 작업공간에 대한 정보가 특정되고, 따라서 작업공간

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업자의 고소작업 판별 준비가 

완료된다. 이후 기압센서를 통한 높이판별과, 비콘 신호를 

통한 작업자의 위치 파악을 통해 작업자의 높이 및 위치정



보를 이용하여 고소작업을 판별한다.

3.2.1 4D BIM

4D BIM은 기존 BIM의 정보 모델에 시간과 관련된 정보

가 추가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로 

시각화된 BIM 모델의 각 요소들과 시간정보가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정 진행률에 따라서 BIM 모델을 확

인할 수 있다.

시간정보와 BIM 모델의 각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특정 시점의 바닥부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

의 경우 Navisworks의 Timeliner 기능을 통해 바닥의 부재

정보를 추출한다. 4D BIM을 통해 추출된 바닥부재 정보는 

RTLS 시스템 요소인 비콘 좌표와 매핑(Mapping)이 되고, 

특정 시점의 현장 작업공간에 대한 정보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바닥 좌표 범위, 즉 특정된 작업 공간 범위 

밖의 작업은 고소작업으로 판별하며, 이를 통해 기압센서를 

이용한 높이차로 판별이 어려운 고소작업 공정도 판별이 

가능하게 된다.

3.2.2 기압센서를 이용한 높이 차 측정

기압센서를 통해 특정 위치에서의 고도를 측정할 수 있

지만 해면기압의 변화에 따라 측정고도는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측정값의 신뢰도가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압센서 측정값의 상대적인 차이를 통해 높이 차를 측정하

며, 기준 기압센서와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압센서 측정값의 

상대적인 차이로 고소작업을 판별한다.

기준 기압센서는 2-3개의 층 마다 설치를 하며 바닥면에

서 20cm 위의 위치에 설치를 한다. 착용 기압센서는 작업

자의 발목 부근에 부착을 하며, 작업자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다음 <그림 5>는 기압센서를 이용한 높이 차 측정을 도

식화한 모습이다.

그림 5. 기압센서를 이용한 높이 차 측정 도식화

두 기압센서 간의 차이가 2m이상(약 20Pa이상)이 되면 

고소작업으로 판별을 하며, 기압센서가 없는 층은 하부 층

의 기압센서와 비교를 통해 판별을 하고, 층고를 고려하여 

기압센서 측정값 차이를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 기압센서는 BMP388을 사용하며, 기압센서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노이즈로 인해 고소작업 판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이즈를 감소하는 방안으로 저주파 통과 필

터(Low-pass filter)를 활용 한다.

다음 <그림 6>와 <그림 7>는 저주파 통과 필터(Low-pass 

filter)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의 노이즈를 보여준다.

그림 6. 저주파 통과필터(Low-pass filter)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기압센서 위치 별 측정값 그래프 (x:필터 적용 전, x_fc:필터 적용 후)

그림 7. 저주파 통과필터(Low-pass filter)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기압센서 2m 차이 값 그래프 (x:필터 적용 전, x_fc:필터 적용 후)

3.3 실시간 위치 추적 기술 (RTLS: Real Time 

Locating System)

실시간 위치 추적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건설 기술을 연구하고 있

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에서도 RTLS 시스템을 안전관리 방

안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의 규모가 크고, 관리인

원 대비 작업자의 인원이 많다는 특징을 가진 건설업에서

는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다.

RTLS 시스템으로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UWB(Ultra-wideband),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Ultrasound Radar 등의 

기술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위치 추적 기술을 

실현해서 보여주기 위해 WLAN 기술 중 Bluetooth 신호를 

사용하는 비콘을 활용하였다.

3.3.1 비콘을 이용한 실내 위치 추적

비콘은 블루투스4.0(BLE) 프로토콜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

신 장치로 최대 70m 이내의 장치와 교신할 수 있으며, 센

티미터(cm)단위의 구별을 할 정도로 정확성이 높다. 비콘은 

블루투스 신호를 지속적으로 송신하기 때문에 수신기를 통



해 비콘 신호를 수신해야 한다.

비콘 신호를 통해 모듈의 UUI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TxPower(송출신호크기), RSSI(신호의세기)를 알 

수 있으며, TxPower와 RSSI 값을 이용하여 비콘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다.

다음 식(1)은 TxPowr와 RSSI 값을 통해 거리를 구하는 공

식이다.

        ----- 식(1)

 비콘과수신기사이거리
  송출신호크기
 신호의세기
 전파손실도 장애물의없는공간의경우    

각각의 비콘에 좌표를 설정하고, 세 개의 비콘과 수신기

의 거리를 계산하면 삼변측량을 통해 수신기, 즉 작업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삼변측량을 통해 수신기의 좌표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식(2)

  
  

 
  

 
  

 --------- 식(3)

 ×
 

×
 

 
 

 ×
 



 ×     ×   
식(4)

  ×   

   ×  ×   
---------- 식(5)

  수신기작업자의위치좌표
  비콘의위치좌표  

 수신기와비콘사이거리   

그림 8. 비콘을 이용한 위치 추적 시스템 개념도

4. 시스템 개발

4.1 실험 계획

실제 현장에서 실험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장 상황을 가정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원 7층과 8층의 복도와 엘리베이터 홀에서 진행되

었다. 현장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2m 높이의 사다리와 0.8m 

높이의 책상을 구비하였다.

1개의 층일 때와 2개의 층일 때의 상황으로 가정하여 실

험 시나리오를 2가지로 구성을 했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1. 기준 기압센서를 8층에 배치

1-1. 복도 중앙에서 복도의 시작지점까지 보행하는 동안 

작업자의 위치 변화 및 기압센서 차이 측정

1-2. 0.8m 높이의 책상 위에서 1분간의 작업을 한다고 가

정. 기압센서 차이 측정 및 고소작업 높이 판별 확인

1-3. 홀 중앙으로 이동 후 2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1분

간의 작업을 한다고 가정. 기압센서 차이 측정 및 고소작

업 높이 판별 확인

실험 2. 기준 기압센서 7층에 배치

2-1. 홀에서 복도 끝까지 보행하는 동안 작업자의 위치좌

표의 변화와 기압센서 차이 측정

2-2. 복도 끝 부분에서 1분간의 작업을 한다고 가정. 기

압센서 차이 측정 및 고소작업 높이 판별 확인

2-3. 홀 중앙으로 이동 후 2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1분

간 작업을 한다고 가정. 기압센서 차이 측정 및 고소작업 

높이 판별 확인

* 홀 중앙에 2m 높이 사다리 배치, 복도 시작지점에 

0.8m 높이의 책상 배치

** 실험 1 : 산학협력원 8층을 최하층으로 가정 (기준기

압센서 8층에 배치)

*** 실험 2 : 산학협력원 7층을 최하층으로 하는 2층 높

이의 건물로 가정 (기준기압센서 7층에 배치)

**** 2번 실험 시 8층 복도의 중앙에서 복도 끝부분까지

는 바닥슬래브공사 공정으로 가정

그림 9. 비콘 및 기준기압센서 배치도



그림 10. 실험 현장 모델 및 실험 동선

<그림 9>과 <그림 10>는 실험 현장의 비콘 및 기준기압

모듈 배치도와 실험 동선을 보여준다. 

4.2 실험 결과 분석

실험 결과는 피실험자가 각각의 시나리오대로 실험을 진

행할 때 기준 기압센서와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압센서의 

차이와 작업자의 위치좌표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고소작

업을 판별하기 위해 작업자가 바닥면에서 2m이상의 높이

에 올라갔을 때 빨간색으로 바뀌게 했고, 매핑(Mapping) 된 

바닥좌표 밖으로 나갔을 때 역시 빨간색으로 바뀌어 고소

작업으로 판별되게 하였다.

실험 1의 경우 사다리에 올라가는 행동 전까지 기압차 

그래프에 파란색 점만 존재하지만, 사다리에 올라간 이후 1

분간 빨간색 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실험 1-1 : 복도 중앙에서 복도의 시작지점까지 보행

(우측 상단 그래프 : 피실험자 좌표/우측 하단그래프 : 기압차)

그림 12. 실험 1-2 : 0.8m 높이 책상 위에서 1분간 작업

(우측 상단 그래프 : 피실험자 좌표/우측 하단그래프 : 기압차)

그림 13. 실험 1-3 : 2m 높이 사다리 위에서 1분간 작업

(우측 상단 그래프 : 피실험자 좌표/우측 하단그래프 : 기압차)

실험 1의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그림 11>과 <그림 

12>,<그림 13>을 통해서 저주파 통과필터(Low-pass filter)를 

적용한 기압센서 간의 차이가 평균 0.3m(약 3Pa), 최대 

0.6m(약 6Pa)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업자의 좌표는 각 축의 방향으로 평균 1m 정도의 오차

가 발생하며, 최대 4.5m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실험 2의 경우 산학협력원 7층이 최하층, 실험장소인 8층

이 2층인 건물로 가정을 하였고, 8층 복도의 중앙부터 복

도 끝부분까지의 사이 공간에는 바닥슬래브작업이 진행되

고 있다고 가정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복도의 중앙을 지나

고 나서 좌표 그래프에 빨간색 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다리에 올라간 이후 1분간 빨간색 점이 

나타나는 것도 실험 1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실험 2-1 : 홀에서 복도 중앙까지 보행

(우측 상단 그래프 : 피실험자 좌표/우측 하단그래프 : 기압차)

그림 15. 실험 2-1 : 복도 중앙에서 복도 끝까지 보행

(우측 상단 그래프 : 피실험자 좌표/우측 하단그래프 : 기압차)

그림 16. 실험 2-2 : 복도 끝에서 1분간 작업

(우측 상단 그래프 : 피실험자 좌표/우측 하단그래프 : 기압차)

그림 17. 실험 2-3 : 2m 높이 사다리에서 1분간 작업

(우측 상단 그래프 : 피실험자 좌표/우측 하단그래프 : 기압차)



실험 2를 분석해 보았을 때 기압센서 간의 차이가 평균 

0.5m(약 5Pa), 최대 0.7m(약 7Pa)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작업자 좌표의 오차는 실험 1과 유사

하게 분석되었다.

실험 1과 실험 2에서 2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간 이후 

1분간 측정된 기압차 데이터를 통해서 고소작업 판별 정

확도를 분석해 보았다.

그림 18. 실험 1 (상단), 실험 2 (하단) 기압차 그래프

표 4. 고소작업 판별 정확도

실험 1 실험 2

고소작업 상태에서

측정값 개수
62 63

고소작업으로 판별된

측정값 개수
51 45

정확도(%) 82.2580 71.4285

실험 1은 고소작업 상태에서 1분간 62개의 값이 측정되

었으며, 고소작업으로 판별된 측정값이 51개로 약 82.3%의 

정확도로 고소작업이 판별되었으며, 실험 2는 고소작업 상

태에서 1분간 63개의 값이 측정되었고 고소작업으로 판별

된 측정값이 45개로 71.4%의 정확도로 고소작업이 판별되

었다.

실험 1과 실험 2를 통해서 기압센서 간의 거리가 멀어질

수록 고소작업 판별의 정확도가 저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압센서 측정값이 최대 0.7m, 평균 0.38m 정도

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최근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업재해

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부터 모든 산업에서 안전

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다른 산업들에 비해 비교

적 재해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건설업은 IoT기술, 실시간 

위치추적(RTLS)기술 등을 현장의 안전관리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서작업 형태의 현행 현장안전관리

에서 탈피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고율이 높은 특정 공정에 대한 안전관

리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하인리히 사고발생 연속성이론을 바탕으

로 사고발생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불안전안 상태와 불안

전한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고소작업 관리 시스템을 제한

하였다. 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작업자의 고소작업 여부를 

판별하고, 판별 결과를 통해 고소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로는 4D BIM, 기압센서를 통한 

높이 측정 기술, 실시간 위치추적기술이 있으며, 건설 현장

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4D BIM기술은 효율적으로 

BIM 모델정보에 시간정보가 결합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건

설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현장별로 구별된 정

보사용이 가능하다. 

기압센서를 활용하여 높이를 측정하는 것은 시중의 모든 

기압센서로 가능하지만, 해수면기압의 변화에 따라 매우 유

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

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2-3개 층마다 기준기압센서를 설치

하고,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기압센서와의 상대적인 높이

차를 통해서 작업자의 작업 높이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는 기압센서의 노이즈를 감소하기 위해 저주파 통과 필터

(Low-pass filter)를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기압센서를 이용

한 고소작업 높이 판별의 정확도가 1개 층에서는 82.3%, 2

개 층에서는 71.4%로 분석되었는데, 기압센서에 추가적으

로 IMU센서 및 칼만필터를 적용한다면, 정확도를 증가시키

고, 기압센서의 측정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콘신호를 이용한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은 

비콘 신호의 오차가 발생하여 수신기와 비콘 간의 거리 계

산 및 삼변측량 계산에서도 오차가 발생한다. 또한 여러 

개의 비콘을 동시에 사용할 때 실제 가장 가까운 비콘 3개

가 아닌 거리가 있는 비콘의 신호를 좌표계산에 사용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치추적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위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적은 관리 인원으로

도 관리가 가능하며, 보고되지 않은 고소작업도 확인이 가

능해지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효율적인 관리

를 통해서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

으며, 재해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안전 

고리 결속 확인 시스템을 병용하게 된다면 안전관리 능률

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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