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자 환경 안전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산업재해 현장 , OECD 산재사망율 1위

위험지역출입사고 가스누출사고



필요가 아닌 필수

규정 현행안 개정안

[ 김용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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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바

AI-Safeguard 위치 및 현황 정보

작업자재실 현황 정보 전체 알람 현황 정보 전체 경보 현황 정보

사업장별 작업자및
가스 정보 표출

사업장내 관제 대상
현황 정보

AI-safeguard 별 현황 정보
(재실 인원 / 알람 /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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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 인원(재실/전체인원)

5대 가스 측정 정보

긴급 상황 발생 정보

디바이스별 상태 정보

작업자상태 정보
(출입시간, 복장 준수 여부 등)

작업자위치 정보 표출



Safeguard Portable 

Map 

센서 전체 정보(정상/경고/위험)작업자전체 정보

Zone 별 작업자신상/상태정보

Zone 별 작업자
재실 정보

Zone 별 재실 인원, 가스상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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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권고 사양

ENTERPRISE 

GRADE

CPU Intel®  Xeon® based HPE ProLiant - m510

Memory 128GB DDR4

Storage
256GB NVME SSD

Dual hot-plug 2.5" SFF disk bays 4 TB 

GPU HPE ilo embedded and Nvidia Tesla P4

OS Ubuntu 16 

COMMERCIAL 

GRADE

CPU Intel® Core™ i7-8700K @3.70 GHz

Memory 32GB DDR4

Storage
Samsung Evo 860 500GB M.2 SSD

3TB 7200RPM Toshiba HDD

GPU 1080Ti

OS Ubuntu 16 

구분 권고 사양

Camera

Image Sensor 1/ 2.7” Progressive Scan CMOS

WDR 120dB

Illumination
Color : 0.025 Lux (F1.2, AGC ON)

B/W : 0.005 Lux(F1.2, AGC ON)

Lens
Focal Length 3.7mm

Focus Fixed

Compression
Video compression h.265/H.264/MPJPEG

Bit Rate 32Kbps to 8 Mbps

Image

Resolution 1920 x 1080

Main Stream

50Hz : 25fps(1920x1080, 1280x960, 

1280x720)

60Hz : 30fps(1920x1080, 1280x960, 
1280x720)

Network Network Storage Support NAS

Interface

Communication 
I/O

10/100 Ethernet port 

Audio 1 input (lin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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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PAD  Two buttons for operation. Dedicated panic button

INGRESS PROTECTION  IP68 (submersion at 1.5 meters for 1 hour)

CASE MATERIAL  Polycarbonate with protective rubber overmold

Network Connectivity  WIFI, GPS, GSM, BT 4.0LE

DIMENSIONS  104 x 58 x 36 mm (4.1 x 2.3 x 1.4 in) without pump

WEIGHT  200 g

TEMPERATURE RANGE  -40 °C to 50 °C

ALARMS
 Four visual alarm LEDs (two red, two blue)
 95 decibel (dB)

SENSORS

 O2, CO, CO/H2 low, H2S, HCN, NH3, NO2, PH3, 
SO2 – Electrochemical

 CO2, CH4, CO2/LEL, CO2/CH4 – Infr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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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비인가자

공조실
(보안지역)

화장실

회의실

상황실

비인가지역
인가자

비상 대피
안내

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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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반도체 건설현장 –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위치기반 서비스 적용 개요

•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 비상SOS 기능, 수조 내 5대(CO, CO2, H2S, O2, LEL) 가스 농도 모니터링 및
작업자 재실 여부 모니터링

• 위치기반 생체정보 모니터링

- 스마트워치를 통한 작업자 심박 정보 모니터링

- 스마트워치(비상SOS 기능), 휴대용 가스 감지기(비상SOS, Man down 기능)

- 수조 별 작업자 List 확인 및 위험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모니터링 화면 예시



L사 –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위치기반 서비스 적용 개요

• L사 디스플레이 생산현장 RTLS 솔루션 도입

• RTLS솔루션을 활용한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구성

• BLE 비콘 / 측위 관리 서버 / 비상호출 App 개발 / 운영SW 등 공급

• 공장 내 재실 현황 파악,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위치 정보 확인, 

인/허가 지역 출입관리 등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성 개념

운영자PC

통합 관제
상황실

• 작업 공간 내 위치 측위 솔루션 도입을 통한 작업 인원 관리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상황 대응 체계 마련

모바일 서비스 및 모니터링 화면 예시

• 작업자 위치 측위 및 SOS 서비스 App 서비스 및 작업자 안전관리
통합 모니터링 SW 개발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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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