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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an analysis of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location awareness and 

looking for suitable complex sites.

▸Keywords : Location awareness, Complex site

요  지

본 연구는 치인식기술의 용을 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따라 기술의 특성에 

합한 단지 장 도출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핵심어 : 치인식, 단지 장

1. 서 론

건설 장을 상으로 개발된 치인식기술의 실험 검증에 합한 장의 조사가 필요하

며, 해당 기술의 용을 해서는 요구사항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 용을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한 건설 장에 한 합성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본 논문에

서는 용 상 장을 단지 장을 국한하 고, 해당 기술의 특성에 합한 단지 장 분

석을 실시하 다.

2. 연구방법

장에 용할 치인식기술에 하여 정의하고, 기술을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를 바

탕으로 해당 기술이 단지 장에 용되기 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 다. 그리고 가용

한 모든 장 목록을 조사하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지원 가능한 장을 정리한 후 가장 

합한 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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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3.1 치인식기술 요구사항 분석

용할 시스템(1) •실내외 공간에서의 치인식 시스템 (WiFi 활용 RTLS)

요구사항(1)
•장비와 인력의 이동 요소가 있는 지역
•WiFi 무선랜 환경
•AP 설치가 가능하고 AP에 원이 공 될 수 있는 지역

Test-Bed 
추진방안(1)

•움직임이 많은 지역을 Test-Bed로 결정하여 인력의 움직임을 실시간 
치인식, 모니터링하여 안 사고방지  경제성 효과 증가

용할 시스템(2)

건설장비 치추  시스템 
(GNSS RTK)

요구사항(2)
•오 로드 환경을 가진 지역
•기 국 데이터의 성신호 수신이 원활하고 원이 공 될 수 있는 지역

Test-Bed 
추진방안(2)

•일정한 범 내에서 반복 작업을 하는 장비를 Test-Bed로 결정하여 시간
에 구애를 받지않는 작업환경 구

3.2 건설 장 선정  합성 분석

장명 충주기업도시 기반시설조성공사

B-130 용 

장 경
  

장고찰 분석요약

•암발  장
•토공 장
•유동성 장비
•구조물공사

설계 용성 단

•TEST BED 내 측  시스템 구축 후 실제 동작 
환경에서 성능검증

합

• 속형 부자재  단  건설 자재에 수동형 RFID
를 부착

합

•각 측  시스템의 데모 로그램을 작성하여 건설 
자재 장비 인력의 모니터링의 가능 여부를 검증

합

•RTLS 기반 건설 장 실시간 안 리 기술 합

•측  시스템과 GIS 도면과 연동 합

•건설요소 치추 을 한 GNSS RTK 통합 측
시스템

합

•건설요소 치추  시스템 성능 합

•RTLS 장비(AP) 최 배치 실험(건설 장용 치
인식 기술 최 화 방안) 

부 합
( 재 토공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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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 장 용형 치인식기술의 충분한 검증을 하여, 실무에서 용 

가능한 기술의 원활한 장지원을 한 단지 장 합성 분석을 수행하 다. 단지 장용 

치인식기술 통합서비스 활용기반구축의 향후 U-건설의 경제성  산업 효과 분석에 

한 연구에 있어 선행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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