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학위논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산업안전보건 

적용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안전보건전문학과

성  윤  희

[UCI]I804:48009-200000292204[UCI]I804:48009-200000292204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산업안전보건 

적용현황에 관한 연구

지 도 교 수  정 기 효 

이 논문을 공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안전보건전문학과

성  윤  희



성윤희의 공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재   균        인

심사위원     김   석   택        인

심사위원     정   기   효        인

2019년  12월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 4 -

국문 요약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산업안전보건 적용현황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성 윤 희

산업이 발달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간의 욕

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산업재해예방에 대

한 중요성에 대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스마트센서(Smart sensor)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연구현황, 적용 

및 적용연구 사례를 발굴·분석하여 노동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의 올바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현황 문헌조사는 국내 학술문헌 정보제공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논문, 학

술대회 발표집, 정부기관 연구보고서 등의 현황을 키워드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문헌

조사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산업안전보건 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 전문가 면담 등을 통

하여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적용 및 적용추진 연구현황은 최근 연구보고서 및 세미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근골격계질환 예측 모델 개발, 빅데이터 기반 직업

코호트구축을 통한 질병 발생 연구, 스마트공장 노동자의 안전보건기준 설정, 화학물질 

감지를 위한 스마트센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화학공장 중대결함 예측,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미래선도형 융합연구단사업 추진연구 등의 연구사례와  철강산업 스마트

CCTV를 활용한 안전관리 사례, 건설현장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조선해양 산업용 실

시간 스마트 HSE 시스템, 굴뚝배출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시스템 구축, 스마트빅보드

를 활용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장 유해물질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등 현장적용이 

추진되는 사례를 발굴하였고 주요 사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연구 및 사례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망 구축 인

프라를 활용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센서, 스마트CCTV 등을 산업안전보건에 적용하

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확대 되어야 하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작업환경측정 등 기존 제도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시키는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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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은 다

양한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그 적용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출발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현상은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 명명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

밥 다보스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등의 기술

을 융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활용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다양한 산업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변화의 속

도는 내연기관의 발명, 인터넷 통신 등 과거의 기술혁명보다 훨씬 빠르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산업 그 자체

와 생산현장을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로 대대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다국적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아디다스(Adidas)는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전 세계에 분산시켰던 제조현장을 최근 다시 본국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첨단 생산기지를 활용하여 소비자 개개인의 수요에 맞

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구글(Google)은 인공지능의 학습능력을 이용하여 체스에 이어 바둑까지 인간

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그림 1-1] 4차 산업혁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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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에 맞춰 다양한 기업, 정부기관 등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생산성, 효율 또는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방

안을 추진하고 있다(김성웅, 2013, 유효정, 2017).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시도되는 가

운데 가장 중요한 시도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재

난분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이 관련 정부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

으며(임상규, 2014), 정부 기관 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서도 사물인터넷 기술을 노

동자의 안전 보호구에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 및 시범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하여 이해하고 안전보건 분야에 도입된 현

황을 파악하여 과학기술의 발달이 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활용되는데 기여하고

자 한다.

1.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국민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다. 현 정부에서는 2018년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산업재해, 자살, 교통사고 등 3대 분야 사고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중점적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故김용균 

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 생명과 안전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수는 전년보다 33만 2천명이 

증가한 2,159만 1천명으로 전체 국민 수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8). 산업재해 발생 현황통계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142명으로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약 5.9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

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노동자 만 명당으로 환산하는 사망만인율로 계산하면 

1.12이고, 이중 사고에 의한 사망은 노동자 만 명당 약 0.5명이 발생된다.

다양한 예방활동, 국민안전의식 개선 등에 따른 결과로 과거에 비해 감소추세이

나 미국(0.36), 독일(0.16), 일본(0.1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가간의 산재통계 기준 및 취합방법이 상이하나, 단순 수치 비교결과로는 독일의 

3.6배, 일본의 3.1배, 미국의 1.6배 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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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 감소 필요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의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기술력 있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는 건강한 노동자의 생명을 일순식간에 빼앗아간

다. 이러한 산재사고의 급작스러움과 함께 노동자가 주로 전체 가족의 생계를 책임

지고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근로자의 생명

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그림 1-2] 우리나라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및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2017)

주 1) 사망자 수(명) =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 + 업무상질병 사망자 수

주 2)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근로자 수 × 10,000

주 3)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근로자 수 × 10,000

또한 노동자가 업무 중 당하는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보상이 

된다. 이 기금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으로 조

성되며 2016년 42,800억 원이 산재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통계청, 2018). 매년 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중 약 3천억 원이 영세사업장, 산재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예방사업 추진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건강한 노동인력 보호라는 국가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뿐 아니라 산재예

방예산 집행의 합목적성 도모라는 간접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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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일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활용될 수 있는 빅데이터,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스마트센서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개념과 산업안전보건 분

야에 적용되어 있는 주요 사례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안전보건 분야 적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 인프라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기존 문헌자료를 검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 기술들이 산업안전보건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추진현황과 적용사례를 문헌

검색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문헌검색은 한국학술정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대학 도서관 등을 활용하였다. 기존에 발표된 

연구논문, 학술대회 발표집, 공공기관 보고서 등의 연구문헌에 대하여 키워드 검색

으로 조사하였다.

문헌조사에 주로 활용한 것은 한국학술정보(KISS)이다. 한국학술정보는 홈페이지

(kiss.kstudy.com)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학술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유료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학술정보는 어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학, 수해양, 예체능 등 9개 주제별로 1,363개 기관에서 발행되는 학술정보

와 간행물 3,305종, 논문 1,450,252건 등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등 

기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한국학술정보 홈페이지 제공콘텐츠 소개화면

문헌조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을 대표하는 ‘산업안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단어인 ‘4차산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센서’, ‘인공지능’ 등 총 6개 키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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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키워드별 논문, 보고서 등 검색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색된 자료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발굴한 자료에 대한 양적인 현황 분석 후 주요 

적용 사례에 및 적용 추진사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적정한 사례에 대한 시사점

을 분석하였다.

현장조사는 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의 자료수집,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하여 실시하

였다. 관련 행사는 2019년 7월 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

미나 중 공단본부 미래대응추진단에서 진행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 대응

방향’ 기술세미나와 2019년 10월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에서 주관한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및 컨퍼런스’이다.

<표 1-1> 기술세미나 및 전시회 개요

비고 세미나 전시회

행사명

2019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

(4차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대응방안)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및 컨퍼런스

주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보건공단 미래대응추진단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일시/장소 2019. 7. 2(화)/서울 코엑스 2019. 10. 23(수)~25(금)/서울 코엑스

규모 500명
184개사 379개 부스 운영, 21,094명 

방문(전년도 실적)

내용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상시모니터링 

방안 등 주제발표

특수테그 등 제품 기기, 센서류,

소프트웨어 솔류션, IoT기반 서비스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과의 연관성, 사고사

망 및 직업병 감소의 효과성, 산업현장에 대한 적용 가능성 및 확장성 등을 검토하

여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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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4차 산업혁명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이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산업현

장의 생산기술과 융합되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된 현상을 통칭한다. 정보통신기술

의 융합으로 생산자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개별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점이 과

거 생산현장과 차별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종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드론,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그중 대표적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센서와 이들이 융합된 스마트팩토리 등

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발전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빅데이터

1) 정의 및 개념

전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의 가치에 주목하고 재난, 안보, 경제, 의

료, 과학기술, 교통, 정부 운영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빅데이터 

센터’라는 조직을 두고 정부조직 및 민간기관의 빅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에 나타난 해외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테러 방지 및 금

융범죄감지, 범인 DNA 분석에 빅데이터 수집, 분석, 예측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

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

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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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빅데이터 3대 요소

빅데이터의 특징은 3V로 요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데이터의 양(Volume), 데

이터 생성 속도(Velocity), 형태의 다양성(Variety)을 의미한다(O'Reilly Radar Team,

2012). 최근에는 가치(Value)나 복잡성(Complexity)을 덧붙이기도 한다. 빅데이터

는 기존의 필요로 의한 형식적이고 의미 있는 단어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순환되는 모든 정형 및 비정형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정

의할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정의는 개인적인 관점과 기업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빅데이터를 통해 추출되어지는 데이터의 활

용 목적과 의미가 분석자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여러 기관들에서 사

용되어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정의는 <표 2-1>과 같다.

빅데이터의 경우 2007년부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활용가능한 저

장 용량을 초과하는 데이터 홍수시대가 시작되었으며, 향후에도 데이터는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 홍수의 시대에 ‘빅데이터’는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2012년 세계경제포럼은 ‘빅데이터’를 미래의 중요

한 기술로 지목하였다. 최근에는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데이터의 양

(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이 중시되던 ‘빅데이터 1.0’ 시대를 거쳐 

발생된 빅데이터로부터 실질적인 가치(Value)를 창출하는 4V 개념의 ‘빅데이터 

2.0’ 시대로 진입하였다(김규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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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빅데이터의 정의

기 관 정  의

McKinsey

(2011)

일반적 데이터베이스SW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

는 규모의 데이터

Gartner

(2012)

향상된 시사점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효율이 높고,

혁신적이며, 대용량, 고속 및 다양성의 특성을 가진 정보 자산

Amazon

(2012)
서버 한 대로 처리할 수 없는 규모의 데이터

IDC

(2011)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낮은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

Oracle

(2011)

전통적인 기업데이터, 기계생성데이터, 소셜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세트

국가정보화전략

위원회

(2011)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화 기술

삼성경제연구소

(2012)

형식과 형태를 구애받지 않으며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형 혹은 비정

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

이처럼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시도는 예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의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와 비교해 데이터의 양은 물론 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

한다. 이런 관점에서 빅데이터는 산업혁명 시기의 석탄처럼 IT와 스마트혁명 시기

에 혁신과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

(McKinsey, 2011).

2) 주요 분석기법

이전까지의 데이터들은 개인의 컴퓨터메모리, 파일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를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왔다.

IT와 각종 저장매체의 발달로 데이터의 양과 생성시간이 단축되고, 저장매체가 메

모리와 함께 개인 서버,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등 개인화 기기들의 발달과 보급으

로 인하여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디지털 데이터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기본적인 

빅데이터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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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빅데이터 기본 분석과정 (문혜정, 2012)

정보화 사회에서는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방대하

고 다양한 데이터들의 불규칙한 패턴들에서 규칙적인 패턴을 찾고자 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마이닝(Mining)이라고 한다. 일차적으로는 ‘광산에서 광물을 캐낸다.’라

는 의미이며, 이차적으로는 다량의 적재된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과 관계 등을 파

악해 의사결정이나 미래를 전망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닝은 1995년 KDD(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국제회의에서 ‘유용

하고 새로운 지식을 데이터로부터 추출하며,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련의 절

차’라는 말로 처음 표현되었다(Nishiuchi, 2013). 기존의 법칙이나 이론과 다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정의 내려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데이터관련 현업에서 종사하

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용어이다.

현재에는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연구 및 마이닝의 정의를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마이닝의 정의는 <표 2-2>와 같다. 분야별 마이닝 정

의의 차이는 통계학적 차별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마이닝의 종류는 데이터 마이

닝,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웹 마이닝, 소셜 마이닝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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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분야별 마이닝의 정의

분야 정의

통계학

(Statistics)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분석(Data Analysis)

컴퓨터과학분야

(IT)

거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학, 수학적 분석을 통해 유익하고 흥미

로운 새로운 관계, 성향, 패턴 등의 다양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

내는 일련의 과정

경영정보시스템

(MIS)

대량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용한 정보룰 추출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보사용자가 전문적 지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의 

개발과정

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1) 정의 및 개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란 일상의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이며 특정기관이나 기업, 개별적 또는 폐쇄적인 

형태에서 개방된 사물인터넷서비스(Everything as a service)로 진화되면서 주변 기

술과 융합되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 분석(빅데이터) 및 

효과적인 정보처리(클라우드) 산업도 막대한 시장을 형성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개

념으로는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이 있다. 사이버물리시스템

(CPS)란 산업시설, 제조설비 등의 물리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센서, 엑츄에

이터 등을 활용하여 관리 통제하는 개념으로 모든 사물에 태그, 센서를 부착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개념에서 사물 자체가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화 되는 

개념으로서 사물인터넷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2) 소물인터넷(Internet of small things)

모든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있어서 반드시 초고속 네트워크

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소량의 데이터 전송에 특화된 전송기술 즉 소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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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of small things)의 활용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적용에 참고할 만하다. 그 

예로 2014 브라질월드컵에 우승을 차지한 독일 축구대표팀의 경우 선수들의 호흡,

맥박, 활동량 등을 실시간으로 조사 전송하고 이를 데이터분석 전문기업인 SAP이 

분석하여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이때 선수의 무릎, 어깨, 가

슴 등에 부착한 동전크기의 센서는 꼭 필요한 측정 수치만을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

와 주고받으며 최신 스마트폰의 프로세스나 LTE 통신 등을 위한 별도의 모뎀이 필

요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

소물인터넷의 특징은 기간통신망이 필요하지 않으며 각국 정부에서 비면허 주파

수 대역으로 남겨두고 있는 800~900MHz 대역에서 소량의 주파수를 활용하여 이동

통신사와 거의 유사한 데이터 전용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통

신 거리가 길지 않아 그 활용에는 제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기술이 아닌 블루투스나 RFID, 비콘, NFC 등도 넓게 보면 소물인터넷 개념을 

응용한 것이며프랑스의 시그폭스는 소물인터넷 대표 통신신기술업체이다. 국내 이

동통신사들도 아파트 단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에 부피와 무게를 센서로 측정한 

뒤 2G, 3G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등 소물인터넷서비스를 실용화 하고 있다.

<표 2-3> 소물인터넷 서비스 사례

구분 내   용

스마트볼
•아디다스에서 개발하여 프로축구선수처럼 운동할 수 있도록 축구공이 

힘, 각도, 궤도 등을 감지하여 기술개발에 도움

노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잠금과 해재를 할 수 있는 자물쇠, 잠금이 

해제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알리는 도난방지 기능도 보유

플랙시드론
•카메라 부착 드론으로 GPS Following 기술을 적용하여 피사체 주

변을 360도로 돌며서 흔들림 없이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플릭

•500원짜리 동전크기의 스마트 버튼으로 조명, 사진, 알람, 스마트폰 

찾기 등의 동작을 입력시켜 ‘잡안의 모든 조명기기 끄기’, ‘영화보

기에 적당한 조명으로 바꾸기’ 등으로 작동가능

블루스마트
•위치추적, 원격 잠금 기능이 부착된 여행용 가방으로 멀리 떨어짐 

알림 기능 등으로 도난 방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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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센서(Smart sensor)

센서(Sensor)란 물리적 성질의 검출 또는 측정을 위해 거기에 응답하는 신호를 

주는 디바이스로서 첨단세라믹, 산화물 및 비산화물 세라믹 기판소재와 탄소나노튜

브(CNT) 등이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센서는 일반적으로 대상물질, 수용부, 전환부, 전자기판과 표시부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물질(Sample)이란 단일 또는 복합 물질로서 센서를 이용하여 존재 유무

를 감지하거나 공기 중 또는 수중 수준, 농도 등을 검출하려는 물질이다. 수용부

(Receptor)란 대상물질과 반응하여 변색, 산화, 발열 또는 에너지 변화 등의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수용부에서 발생된 에너지 변화는 전환부(Transducer)에서 전기

신호, 광신호 등 표시부에서 표시가 가능한 에너지 형태로 변환된다. 표시부(User

Interface)에서는 광신호, 그래픽, 디지털숫자 등 측정자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표

시를 하거나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센서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양한 신호를 발생하거나 연결시켜주는 전자기판(Electronics)이 필요하

다.(그림 2-3)

[그림 2-3] 일반적인 화학물질 감지 센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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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센서(Smart sensor)란 기존의 센서가 발전하여 지능화된 센서(Intelligent

sensor)로 측정대상물의 물리화학적 정보를 감지하는 일반 센서기술에 나노기술 또

는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MEMS기술이란 반도체 공정을 통해 미세 전자 기계 소자를 만드는 기술이며, 스

마트센서는 주로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통신 등의 신호처리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4세대 스마트 센서, 즉 SoC(System-on-chip)기술이 

도입되고 MCU(Micro Controller Unit)가 내장되어 논리제어 및 처리, 메모리, 통신

기능을 동시에 가진 차세대 센서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센서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 센서산업이다.

센서산업은 소자(소재를 사용하여 고유의 기능이 구현된 것), 모듈(복수의 소자를 

사용하여 조립된 것), 시스템(복수의 센서, 입출력 장치, 제어장치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와 스마트폰이며, 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 스마트폰의 위치알림 등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센서를 이용하고 있다. <표 2-4>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스마트

폰과 자동차에 활용되고 있는 센서 종류이다.

라.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1) 정의 및 개념

스마트팩토리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

능형공장을 말한다(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https://smart-factory.kr). 즉 생산공정에 

있는 각종 기계 및 장비 등의 제어시스템에 ICT기술이 복합적으로 조합되어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공장 개념에 학습형 지능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시스템이 접목된 것을 말한다.

최근 스마트팩토리의 확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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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스마트폰 및 자동차에 적용된 센서 종류 및 기능

구 분 센서 종류 및 기능

스마트폰

1. 이미지 센서(카메라)

2. 음향 센서(마이크로폰)

3. 근접센서(통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얼굴에 가까이 대면 꺼지는 기능)

4. 조도센서

5. 중력센서(디스플레이 방향 감지)

6. GPS센서(GPS위성과 통신하여 현재 위치 식별)

7. 가속도센서(기울기 변화, 흔들림, 물체움직임)

8. 지자기 센서(디지털 나침반)

9. 자이로센서(물체의 관성을 전기신호로 검출)

10. 기압센서(주변 기압차를 인식하여 계단 오르기 등 계산)

11. 온습도센서

12. 홀센서(Hall, 자기장의 세기를 감지하여 플립커버 닫힘 유무 확인)

13. RGB센서(주변 빛의 색농도 검출)

14. 지문인식센서

15. 심장박동센서

16. 동작인식센서

자동차

1. 온도센서(수온센서, 내기온도센서, 외기온도센서, 흡기온도센서, 배기

가스온도센서, EGR가스온도센서, 증발기출구온도센서, 서어모스위치

(냉각수 온도 검출) 등)

2. 가속도/자이로센서(에어백, 네비게이션 등)

3. 관성센서(자세제어시스템)

4. 유량센서

5. 가스농도센서(산소농도 검출-생산업체 ㈜케피코, 해송산업, ㈜엘레파츠 등)

6. 압력센서

7. 광센서(초기에는 자연의 빛을 감지하는 수준 -> 빛을 발하여 대상물

이 반사되는 파장에 따라 대상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구조로 다양

화되는 추세)

8. 거리센서(초음파/레이다)

9. 기타(스모그, 레인, 회전수 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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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업안전보건

가.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

다.(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

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

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 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

조「정의」)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나(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의 정의」)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념을 특수형태근로종

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66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된 사고에 따

른 사망자, 부상자 또는 질병자는 업무상사고 재해자로 분류하고 업무에 기인되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질병에 이환되거나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KOSHA Guide G-83-2012,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발생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

의 특성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분석항목은 산재

보상보험 지급을 위한 신고, 관계 기관의 조사 등을 통해 산재통계에 입력되며 산

업재해예방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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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산업재해 특성 분석항목

구분 분석항목

사업장 특성
산업(업종), 규모(근로자수), 행정구역, 사업장형태, 공사종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정율

재해자 특성
국적, 성별, 연령, 직업, 고용형태, 근무형태, 동종업무 

근속기간(입사근속기간)

재해발생 

특성

재해발생일시, 재해발생시점, 재해종류, 피해현황(인적, 물적, 조업정지),

안전방호조치, 안전방호조치여부, 개인보호조치, 개인보호조치여부,

작업형태, 발생형태, 기인물(가해물), 작업지역‧공정(평소수행,

재해당시수행, 재해유발), 작업내용(평소수행, 재해당시수행, 재해유발),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추락장소, 추락높이, 감전전압, 점화원,

상병종류, 상병부위, 근로손실일

나. 최근 발생현황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자는 모두 102,275명이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2,142명이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5명(9.5%) 증가된 수치이다.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업무상 사고 재해자는 90,834

명(전년 동기 대비 10,169명(12.6%) 증가),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11,441명(전년 동기 

대비 2,258명(24.6%) 증가)이 발생되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971명(전년 동기 대비 7

명(0.7%) 증가),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1,171명(전년 동기 대비 178명(17.9%) 증가)이 

발생되었다. 2018년도 전체 산업재해자는 전년도에 비해 12,427명(13.8%) 증가되었

으며, 이는 주로 업무상 질병 재해자의 증가에 기인한다.



- 17 -

<표 2-6>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분 `18년 12월 `17년 12월 증감 증감률(%)

재해자 102,305 89,848 12,457 13.9

사망자 2,142 1,957 185 9.5

사고 재해자수 90,832 80,665 10,167 12.6

사고 부상자수 89,588 79,449 10,139 12.8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971 964 7 0.7

그 외사고 사망자수 273 252 21 8.3

질병 재해자수 11,473 9,183 2,290 24.9

질병 이환자수 10,302 8,190 2,112 25.8

질병 사망자수 1,171 993 178 17.9

※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

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사고사망자 제외

[그림 2-4] 연도별 재해자 추이

※ 재해자 및 사망자의 사고·질병 구분은 2001년 이후부터 산출 가능

재해자는 ‘기타의 사업’(34.1%), ‘제조업’(28.5%), ‘건설업’(28.2)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기타의 사업 중 소업종 별로 구분하면 음식및숙박업 등 기타의 각

종사업(12,088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5,680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3,617명)순으로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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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정책조사 결과

가. 국정과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초래할 산업구조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 문재

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에 관한 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대통령인수위원

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100대 국정과제는 총 6개 과제이다(표 3-1). 이 과제들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IoT), 5G 통신기술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확산시키고 핵심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을 육성시켜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

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략이 근간이 되었다.

또한 국정과제와 별도로 핵심공약과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

고 예산,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야하며 다수 부처가 연관된 

대형·복합과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①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②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③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④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국정과제 및 혁신과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산하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2017년 10월 설치되었다.

나. 4차 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크게 혁신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정부부처의 다양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정책의 이

행과 주요 이슈별 정책방향을 조정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그림 3-1).

2019년 10월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75차례의 회의 개최, 초연결 지능형 네트

워크 구축전략 등 안건 심의 29건, 스마트시티 리플릿 등 참고자료 및 보고서 101

건 제작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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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내용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정보통신기술을 ‘인공지능’, ‘빅데이

터’, ‘초연결’ 등으로 인해 촉발된 지능화 혁명 또는 그 이상이라고 정의하는 등 국

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 의결하는 것이다(4차산업혁명 위원회, 2018).

제12차 4차산업혁명 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심의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중기부). 민간부분 정보보호 R&D 중장기 전략

(과기정통부),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문화부) 등이 있다(https://4th-ir.go.kr).

산업현장과 관하여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과 ‘협동로봇 등 지능형 제

조로봇 개발․상용화’가 추진 중이며, 국민 생명보호 직접관련 과제로는 ‘지능형 산

림재해 정보화 전략사업’이 추진 중이다.

<표 3-1>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4차 산업 관련 과제 및 내용

과제

번호
과제명 주요 내용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르네상

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

반구축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및 추진계획 

수립

•5G, IoT 네트워크 인프라구축 등 ICT 융합 서비스 

발굴확산 등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 신소재․부품개발

•드론산업활성화지원 로드맵 마련 등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17년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기구 통합

•각종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서식 일원화와 간

소화 등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

역량 확충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17년 1.2조원)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육성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IoE 기반 신비지니스 창출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Korean-Made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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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대통령 산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조직도

자료 : 4차 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3.2 문헌조사 결과

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현황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국내 연구논문, 학술지 발표문, 국가지식, 공공저작물 

등의 현황을 한국학술정보(주)의 KISS학술지원문서비스(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에 주제어를 입력하여 알아보았다. 사용된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센서, 드론, 로봇 등 6개이며, 검색결과 총 26,490건의 자료가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자료가 검색된 키워드는 ‘센서’로 총 13,719건(51.8%)의 자료가 검색되

었다. 다음으로는 ‘로봇’ 9,100건(34.4%), ‘빅데이터’ 1,816건(6.9%), ‘4차 산업혁명(4차 

산업기술)’ 886건(3.3%), ‘사물인터넷’ 596건(2.2%), ‘드론’ 373건(1.4%) 순이다. 연구

분야 별로는 공학분야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21301건(80.4%). 이어서 사회과학분야 

2,743건(10.4%), 농학분야 739건(2.8%), 자연과학분야 694건(2.6%)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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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분야별 기존 연구자료 작성현황

구분 계
4차 

산업혁명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센서 드론 로봇

계 26490 886 1,816 596 13,719 373 9,100

공학분야 21301 147 591 247 12,057 100 8,159

농학분야 739 26 55 11 478 56 113

사회과학분야 2743 522 895 260 390 154 522

수해양분야 9 0 0 0 5 0 4

어문학분야 84 18 26 3 5 1 31

예체능분야 480 37 108 48 138 23 126

의약학분야 185 13 41 2 67 1 61

자연과학분야 694 9 62 8 564 26 25

인문과학분야 255 114 38 17 15 12 59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국내 연구자료 중에서 SCI급 연구결과는 총 48건으로 

센서 44건, 로봇과 드론 연구가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나. 산업안전 연구현황

산업안전에 대한 연구결과는 총 8,195건이 확인되었으며, 공학분야가 8245건

(92.5%), 사회과학분야 2,743건(4.5%) 순으로 나타났다.

3.3 연구사례조사 결과

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상질병 코호트 구축 연구

1) 연구개요

코호트(Cohort)란 로마군단의 ‘1단위(300~600명)’를 나타내는 단어이며, 조사연구

와 인구역학적 연구에서는 특별한 기간 내에 출생하거나 조사하는 주제와 관련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구집단을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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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하 등(2017)은 직업병의 특성을 밝히고 예방을 위하여 특정한 집단군과 대조

군을 구분하여 직업코호트를 구축하고 집단 간의 건강정보를 비교하였다. 직업병의 

특징은 질병과 직업성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노동에 종

사한 인구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발병 확률의 차이가 있는 데 있다. 이 연

구에서는 동일한 직업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직업집단 간

의 직업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데이터’를 이용하

였다.

국민건강정보데이터는 ‘자격 및 보험료 데이터’, ‘진료내역 데이터’, ‘건강검진데

이터’, ‘의료급여 데이터’ 및 ‘노인장기요양 데이터’로 구분되어 건강보험 및 의료급

여권자 전체의 진료명세서,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 내역 등 약 50여개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부터 연구자료 취합(2015년 기준)까지  2002년 

47,851,928명(남자 23,993,697명, 여자 23,858,231명)의 정보구축을 시작하여 매

년 업데이트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 중 분석 가능한 변수를 구분하고 직업

코호트를 구축하였다.(그림 3-2) 구축된 직업코호트와 비교하기 위한 대조군으로는 

직업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이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립학교 교사집단을 선

정하고 조사 대상군과 대조군 간의 질병현황을 분석하여 대상군의 업무상 질병 위

험성을 연구하였다.

[그림 3-2]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호트 체계

자료 : 빅데이터 기반 직업코호트 구축을 통한 질병 발생 

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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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연구결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화학물질 취급이 많은 산업, 작업장 내 오염

물질 수준이 높은 타이어 제조산업, 분진노출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코호트 구축 방법, 발생위험 직업군 및 건강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제한점으로 개인의 직종과 직무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코호트의 활용방안으로 직업 및 산업분류와 직

업관련 질환의 연관관계 분석, 사업장별 직업관련 질환 분석 및 맞춤형 건강관리,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이후 추적조사 등을 제안하였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

체 및 디스플레이 등 화학물질 취급이 많은 산업, 작업장 내 오염물질 수준이 높은 

타이어 제조산업, 분진노출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코호트 구축 

방법, 발생위험 직업군 및 건강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부 직업군이 대조

군에 비해 업무관련성 질환 발생위험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연구 제한점을 고

려하여 직접적인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향후 연구를 위한 현재 데이터 구성

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주로 언급하였다. 연구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제한점으로는 개인의 직종과 직무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다. 향후 건강보험자료에 직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면 국민 건강연

구에 더욱 효과적인 데이터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화학물질 모니터링 연구

1) 연구개요

다양한 종류의 센서 가운데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는 MEMS 센서 등이 점차 소형

화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 짐에 따라 스마트센서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스마트센

서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센서 모듈이 하나의 전자기판에 연결되어 신호나 데이터

처리, 전원 관리, 입출력 관리 등이 가능한 센서를 말한다. 대부분 스마트센서는 유

선 또는 무선을 통한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다. 기능측면에서 볼 때 스마트센서는 

자기 보정기능(Self-calibration) 및 자체 점검기능(Self-health evaluation)이 가능하다.

스마트센서는 일반적으로 센서 모듈과 에너지 저장 모듈, 통신 모듈, 전원/데이터 

관리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센서 모듈(Sensing module)은 스마트센서의 핵심부분

으로서 설치된 센서(들)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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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센서의 소형화 다기능화 등이 연구되고 있다. 에너지 저장 모듈(Energy

storage module)은 동전형 배터리 또는 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포함하여 나머지 모

듈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최근에는 장치에서 발생되는 열이나 진동을 에너

지로 전환시켜 사용하거나 ‘Power by air’라는 이름으로 통신신호의 일부를 에너지

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기술이 관심을 받고 있다. 통신 모듈(Communication

module)은 통상적으로 라디오파 방식으로 감지된 신호를 통신시스템을 통해 인터

넷 또는 클라우드 허브에 보내는 부분이다.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과 장비간의 운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스마트센서와 사물인터넷 

구성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불리고 있다. 전원/데이터 관리 모듈

(Power/Data management module)은 센서 모듈에서 수집된 정보를 저장 또는 송

출하고 각 모듈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이다. 수집된 센싱 자료를 확인·검

토하고 통신 모듈에 보내기 전에 변환하는 등의 처리와 에너지 모듈에서 공급된 전

력을 필요한 부분에 보내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스마트센서의 기본구성 및 

주요 구성예시는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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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일반적인 스마트센서 구성도

2) 연구내용

2014년 미국 산업위생협회(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이하 

AIHA)에서는 미래 산업보건분야에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기술과 트랜드를 

평가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센서 기술(the rapidly changing world of sensing)

중요하고 가치있는 연구분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AIHA에서는 2015년 ‘센서 기

술을 통한 노동자 건강보호(Protecting Worker Health through Sensor

Technologies)’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하여 센서에 관한 산업보건 전문가의 인

식도 조사, 센서 기술에 대한 지식기반 확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센서 기술의 적

용 및 산업보건분야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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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HA에서는 산업보건업무 담당자, 관련학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센서 발전필

요분야, 요구,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867명이 응답했으

며 이중 684건의 답변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센서를 사용한 화학물질 

감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센서를 활용한 모니터링의 적

용실태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센서를 사용한 모니터링은 화학

물질(에어로졸, 폭발성/부식성 물질 등), 미세먼지,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인간공

학적 인자 등), 방사능, 생물학적 인자 등의 순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센서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기술의 발전이 가장 필요한 부분

에 대한 조사 결과, 정확도/특이도/신뢰도(Accuracy/Specificity/Reliability), 사용 

및 교정 편이성(Ease of Use/Calibration), 이동성/착용성(Portability/Wearability),

내구성(Durability), 자료 수집/분석(Data Collection/Analysis), 낮은 비용(Lower

Cost), 노출기준 측정 적합성(Suitability for OEL), 대체 용이성(Suitability as

Surrogate), 보급률(Coverage), 교육훈련(Training Required)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센서 기술 개발 필요분야 조사결과

또한 향후 센서기술을 활용한 유해인자 모니터링에 대한 애로사항도 조사되었다.

먼저 현재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고 센서에 대한 인식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

지원(Funding), 센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인지도 향상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센서와 장비들에 대한 신뢰도 평가기술, 시스템 등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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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센서 기술 적용에 대한 장애요인 조사결과

[그림 3-6]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작업환경 관리 개념도

다. 가상물리시스템(CPS)를 활용한 화학공장 안전확보

1) 개요

화학공업은 산업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산업구조를 근대화 시킴으로써 

세계 경제산업을 신흥공업으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화학공장

은 장후 중대한 설비들이 복잡하게 운영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이러한 기계,

설비들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운영 데이터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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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인력의 고령화 등의 인적 문제와 대형 설비의 가동 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화학공장에서는 설비의 효율적 가동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을 도입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가상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이다. 가상물리시스템이란 기존 공장자동화에 인공지능 개념이 접목된 것으로, 개별 

설비들이 정보를 측정하여 교환하며, 상호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통합하는 시

스템이다. 이를 가상의 공간(Cyber)에 설치된 설비들에게 학습시켜 정보를 검토하

고 추론하여 최적화 시킨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든 디지털 환경 속에서 도출된 

대안이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설비 가동의 최적화와 이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

경 구현에 활용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Wise Guy Report(2017)에 따르면 CPS의 시장규모는 매년 급속히 성장하여 2021

년에는 81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는 2016년 46억 달러인 시장규모에

서 약 1.7배 증가된 것이다. 문일 등은 선진국의 여러 기업에서 출시한 CPS제품들

을 검토하여 장단점 등을 비교하였다.

언급된 기존 출시된 제품은 미국 허니웰 사의 ‘Uniformance’와 ‘Connected

performance services’, 노르웨이 DNV-GL 선급 ‘Veracity’, 미국 GE 사의 

‘Predix’, 독일 Simense사의 ‘Mindsphere’ 등이다. 미국 GE사의 ‘Predix’는 GE의 

오랜 제조업 운영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분석용 소프트웨어 등이 통합된 오픈 소스 플랫폼이다. 미국 허니웰 사의 

‘Connected performance services’는 화학공장 도메인 특화 정보를 가장 많이 가

지고 있는 업체 중 하나라는 특징을 잘 살린 제품이다. 설비 고장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지시간의 증가, 다양한 설비의 상호 부조화로 인한 가동율 저하, 운영 및 보

수 인력 문제, 에너지와 배출가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물리시스템의 데이

터 분석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동 연구의 저자들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면 열교환기, 펌프, 반응

기 등 화학공장의 주요 설비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고

장이나 이상반응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 전이 사전해결이 가능해져서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의 발생도 저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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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미국 허니웰 사의 가상물리시스템 제품(Connected performance

services) 개념도

3.3 적용추진 사례 

가. 철강산업 스마트CCTV1)

1) 개요

많은 제조현장과 마찬가지로 포스코에서도 조업상황을 폐쇄회로텔레비젼(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을 사용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다. 포스코에서는 ‘포스코 형 

CCTV’를 개발하여 스마트팩토리를 실현하고 있다. 즉 기존 CCTV에 영상인식기술,

머신러닝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고 있다. 포스코에 설치된 CCTV의 83%가 생산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작

업을 관리하는데 사용되고 있었으나 기존에는 화질의 해상도가 낮고 관리자 1인당 

50여개가 넘는 화면을 관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포스코에서는 CCTV를 통해 인식한 생산현장 영상에 대한 인식기술과 제철소 현

장에 특화된 분석기술을 접목시킨 특화된 ICT기술(Domain-specific ICT

1) 포스코 ICT(http//;smartfuture-poscoict.co.kr/454)“제철소 현장을 더욱 스마트하게 본다, Smart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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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환경을 구현하였다. 포스코에서는 이를 위해 영상인식 아키텍쳐를 설계

하고 미들웨어, Rule-based 영상인식 컴포넌트, 딥러닝 알고리즘 구현 플랫폼 등을 

개발하였다고 한다.(그림 3-8)

[그림 3-8] 포스코형 Smart CCTV 개념도

2) 내용

이를 통해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경고하고(예 : 고열 위험 

구역에 사람이 임의로 들어가는 것 등) 위험한 기계기구설비가 잘못 가동되는 상황

을 인식하여 경고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에 활용되고 있다. 포스코에 따르면 

이러한 ‘포스코 형 CCTV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아날로그 CCTV의 스마트

화와 신규 고화질 CCTV를 구축하는 두 가지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 3

도금공장, 포항 2후판공장은 기존 아날로그 CCTV의 화질개선을 통한 디지털화를,

광양 2제강공장은 Smart CCTV를 신규설치하고 위험작업 13개에 대한 영상인식기

술 기능테스트 및 현장 작동성을 검토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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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포스코형 Smart CCTV 적용사례

나. 건설현장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1) 개요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대우건설에서는 발주처의 변

화, 경쟁사의 디지털역량 강화, 타 업종의 건설시장 진출, 국가정책 및 발주형태 변

화,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기회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IoT)를 이용한 현

장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기반의 설계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최적화 및 예측/제어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현장(Smart Construction)’을 구축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스마트 건

설현장 구축을 위한 1단계 사물인터넷 기반 안전관제(‘15~’17), 2단계 디지털 가상

현장 구축(~‘20), 3단계 인공지능 기술적용(~’22)이라는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1단

계 ‘IoT기반 안전관제’는 데이터기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저전력, 저주파 통신을 활

용한 IoT안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서해선철도 4공구에 터널 원격안전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중에 있다. 2단계 ‘디지털 가상현장 구축’은 인원, 장비의 

안전관리에 최우선 목적을 두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현장 측량, 중장비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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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전시스템 확보가 주요 내용이다. 현재 서울 문산 3공구 등의 현장에 통합 관

재 스마트맵을 구현하여 시범운용 중이다. 3단계 ‘인공지능 기술 적용’은 영상으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것으로 데이터 기반 

위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건축 공사기간 단축까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 내용

현재 ICT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기법이 개발이 되었거나 개발되어 적용된 주요 

내용은 스마트태그, 터널관제, 포터블 IoT 플랫폼, 안전관리 드론 등이다. IoT 스마

트태그(Smart Tag)는 명찰 형태의 부착용 장비로서 주요 기능은 GPS 방식의 위치 

전송 기능, 작업자의 동작감지 기능, SOS 비상호출 기능 등이 있다. IoT 스마트태그

는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각종 안전관리 시스템의 기초 역할을 수행한

다. 예를 들면 SOS 비상호출 기능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힘든 사고자의 구체적

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관리자 또는 안전 담당자에게 음성통화연결이 가능해 신

속한 구조로 사망자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터널관제시스템’이란 현장 작업자 안전관제와 터널 내부 및 주변 작업환경(가스,

화재, 진동, 소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각종 장비에서 발생되는 정보 등을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서 언급된 스마트태그를 이용한 터널 내 작업

자 위치 파악, CCTV를 통한 터널 내부작업 현황 모니터링, 가스 센서를 설치하여 

터널 내 이상가스 유무, 화재, 등을 감지하고 비상 경광 등 및 안전방송과 연계되어 

위급상황을 알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터블 IoT 플랫폼’은 

지능형 CCTV, 스피커, 경광등, 각종 무선 센서를 부착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덤프트럭 등 중장비의 움직임과 작업자 위치를 파악하여 충돌,

추락 등의 사고를 예측하고 경고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현재 특허 출원 

중으로 실용화에 성공하면 용접작업에 의한 화재·폭발, 겨울철 양생과정에서 발생되

는 일산화탄소(CO) 중독 등 밀폐공간 질식재해, 여름철 온열 질환 등 소규모 건설

현장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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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대우건설 포터블 IoT플랫폼 개요도

출처 :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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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4.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나라 안전보건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적용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센서 

등 산업현장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였다. 빅데이터의 특징, 사물인터넷의 활

용 현황, 스마트센서의 구성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최

근 발생현황에 대하여도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국가정책 과제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

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산업안전보건 적용에 대한 연구 또는 추진 사례는 문헌조사 

및 관련 세미나 발표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되었다. 먼저 적용에 대한 연구 사례로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직업병 예방 코호트 구축을 위한 연구사례

가 검토되었다. 4천 7백만여 명의 진료명세서, 진료내역, 상병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직업코호트를 구축하였다. 연구진은 구축된 코호트를 이용하여 개인의 직

업과 건강 정도를 비교하여 직업에 따른 직업병 발생 위험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관

련 연구를 위한 국가적 건강데이터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근 센서기술과 통

신기술의 발달로 센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학물질 분석을 위한 스

마트 센서의 활용이 연구되고 있었다. 발달된 센서 기능을 활용하여 노동자에게 노

출되는 화학물질 수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센서 개발에 대한 기

술은 거의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 산업위생협회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모니터링 센서기술의 현황 및 보완점 등을 파악하고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작업환경 관리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기계와 장치, 설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화학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물리시스템의 

적용이 연구되었다. 연구진은 설비 운영정보의 빅데이터화, 인공지능의 활용 등으로 

기존 자동화 공정 개념을 뛰어넘는 스마트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의 적용으로 생

산성, 환경, 안전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실제 사업장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았다. 철강산업에서는 사람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고열작업장 등 다양한 생

산현장의 위험요인을 디지털 인식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CCTV’를 활용하여 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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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디지털 영상인식을 위해 기존 CCTV 대비 화질을 개선하고 현장 내 13

개 위험작업을 인식시켜 사고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이 발생되고 있는 건설현장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고 

있었다. ‘스마트 건설현장’이라는 이름하에 사물인터넷과 스마트센서를 이용하여 질

식 등 위험장소에 대한 경보, 중장비와 사람의 충돌 예방 등의 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국내외에서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적

용실태의 일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의 안전보

건 분야 적용현황에 대한 주요 논문, 세미나 발표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되어 전반

적인 적용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장의 적용 확인이나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대한 정확성, 작동성 등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따른 성과나 효과 등은 후속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실제 산업현장이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더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후속 연구과제로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발달과 적용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 안전보건인프라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혁신적

으로 빠르게 연구 및 응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적용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기술의 발전이 

노동자의 안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표 4-1>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로드맵

기술분야 발전방향 국민생명 보호

빅데이터
국민건강보험 등 건강데이터에 직업조건(직종,

종사업종, 근무경력 등) 추가
⇑

법적 제도적 도입

스마트센서 사업장 정보 센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스마트팩토리 센서 기능에 대한 국가 인증, 확인 기능 마련 공감대형성

디지털

객체인식

CCTV의 화질 등 기술적 한계 극복 및 노동자 

얼굴 등 개인정보 문제

⇑

기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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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Yun hui SEONG, Department of Safety and Health, University of Ulsan

The applicatio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to

real industrial fields are getting great attentions in recent years. More and more

industrial practitioners and scientific researchers are conducting studies and

trying to adopt the technologies into diverse industrial fie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o provide decent

application cases in order to facilitate graf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ary

technologies onto the safety and health systems in Korea.

Based on the comprehensive reviews on literature, reports, and industrial

cases, we found that big data technology has been used in industries for

investigating work related disease. In addition, digital image technology and

drone have been applied to establish safety system in construction industry.

Lastly, some companies have tried to apply the technologies to build their own

safety and health system.

Keywords : Big data, Smart sensor, Safety, Health,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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