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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감지 핸드스테이션 개발

Development on Suffocation Detection Hand-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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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 현장의 밀폐작업공간에서의 작업 도중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의 상태인 산소결핍이나 일산화탄소 및

황화수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중독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는 작업자가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작업자가 유해가스

를 실시간으로 측정가능한 질식감지 핸드스테이션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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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 상하수도 맨홀, 오폐수 처리・정화조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도중에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로 인해 최근 5년간(‘09년 ~ ’13년) 152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고용노동부, 2014). 산업안전보

건연구원(2008)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의 경우 산소결핍, 일산화탄소 그리고 황화수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밀폐공간작업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사고를 유발하는 유해가스의 농도를 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밀폐된 공간의 작업자가 산소(O2), 일산화탄소(CO), 황화 수소(H2S)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농도가

일정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경보램프로 알려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질식감지 핸드스테이션을 개발

하였다.

2. 질식감지 핸드스테이션

질식감지 핸드스테이션은 그림 1과 같이 휴대용 단말 장치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유해가스 중

질식사고를 가장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산소(O2), 일산화탄소(CO), 황화 수소(H2S)를 검출할 수 있는 유

해가스 측정 센서가 달려있다. 측정된 유해가스 농도 값은 정면에 있는 LCD에 표시되며, 경고수치 이상이 되

면 경고램프에 불이 들어와 작업자에게 알려주어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용자는 현장에 예

상되는 가스 종류에 따라 가스 센싱 모듈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경고수치 근방의 작업환경 속에서 부득이하

게 특정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타이머를 설정하여 일정 시간 후에 알람이 울리는

기능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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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면 (b) 후면 (c) 측면 (d) 유해가스 측정 센서 (e) 구성도

그림 1. 질식감지 핸드스테이션

물성 경고 수치

산소
18% 미만

23.5% 이상

일산화탄소 30ppm 이상

황화수소 10ppm 이상

표 1. 유해가스별 경고 수치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밀폐공간작업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질식감지 핸드스테이션을 개발

하였다. 질식감지 핸드스테이션은 산업 현장에서 주요한 3종류의 유해가스인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를 모

두 감지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센서 모듈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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