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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인식기술 용을 한 도로  수리시설 장 분석

Analysis of  road, irrigation facilities site for application of 

location awarenes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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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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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ing for suitable road, irrigation facilities site.

▸Keywords : Location awareness, Road site, Irrigation facilities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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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한 도로 장  수리시설 도출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핵심어 : 치인식, 도로 장, 수리시설

1. 서 론

본 연구는 치인식기술 실험․검증을 하여 기반을 제공하기 한 연구로써, 도로  

수시리설 장을 상으로 해당 기술의 실험 검증에 합한 장의 조사가 필요하며,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합한 장에 한 합성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용할 치인식기술이 

도로  수리시설 장을 상으로 하는 기술인만큼 해당 기술의 특성에 합한 지 분석

이 필요하다. 

2. 연구방법

도로  수리시설용 치 서비스을 한 치인식기술에 하여 정의하고, 기술을 분석

하 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이 도로  수리시설 장에 용되기 해 필요

한 요구사항을 분석하 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지원 가능한 장을 정리한 후 가

장 합한 장을 분석하여 용성을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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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일원

현장명 도고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의
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10월 ～ 2010년 10월
 • 공사규모 : 축제 8,772m, 저수호안5,346m
 • 사업비 : 339억원
 • 발주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현장
고찰

 • 하천환경정비 현장, 환경센터 조성
 • 토공현장(사토현장)
 • 절토, 성토 및 토공운반(도쟈, 덤프, 백호)
 • 장비, 자재, 인력

적용
현장 
전경

설계
적용성
판단

적용기술 여부

 • TEST BED 내 측위 시스템 구축 후 실제 
동작 환경에서 성능검증
(WiFi 측위 시스템)

적합

 • 금속형 부자재 및 단위 건설 자재에 수동형 
RFID를 부착 적합

 • 각 측위 시스템의 데모 프로그램을 작성하
여 건설 자재 장비 인력의 모니터링의 가능 
여부를 검증

적합

 • 안전관리 시나리오 작성 후 적합한 측위 방
식 적용
(RTLS 기반 건설현장 실시간 안전관리 기술)

적합

 • 측위 시스템과 GIS 도면과 연동 적합

 • 통합측위 시스템 측위정확도 실험
 ; 선 측량된 노선 및 구역(신호 장애/비장애 
지역)을 구분하여 측위정확도 실험 실시
(건설요소 위치추적을 위한 GNSS RTK 통합 
측위시스템)

적합

 • 건설요소 위치추적 시스템 성능 적합

 • RTLS 장비(AP) 최적배치 실험
(건설현장용 위치인식 기술 최적화 방안) 적합

위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원

현장명 수원시관내(송산-진안)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공사의개
요

 • 사업기간 : 2004년 12월 ～ 2013년 12월
 • 공사규모 : L=2.7㎞(B=34m)
 • 사업비 : 878억원
 • 발주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현장
고찰

 • 도로, 토공, 지하차도, 교량 현장
 • 절토, 성토 및 토공운반(도쟈, 덤프, 백호)
 • 장비, 자재, 인력

적용
현장 전경

설계
적용성
판단

적용기술 여부

 • TEST BED 내 측위 시스템 구축 후 실제 
동작 환경에서 성능검증
(WiFi 측위 시스템)

적합

 • 금속형 부자재 및 단위 건설 자재에 수동
형 RFID를 부착 적합

 • 각 측위 시스템의 데모 프로그램을 작성하
여 건설 자재 장비 인력의 모니터링의 가능 
여부를 검증

적합

 • 안전관리 시나리오 작성 후 적합한 측위 
방식 적용
(RTLS 기반 건설현장 실시간 안전관리 기술)

적합

 • 측위 시스템과 GIS 도면과 연동 적합

 • 통합측위 시스템 측위정확도 실험
 ; 선 측량된 노선 및 구역(신호 장애/비장애 
지역)을 구분하여 측위정확도 실험 실시
(건설요소 위치추적을 위한 GNSS RTK 통합 
측위시스템)

적합

 • 건설요소 위치추적 시스템 성능 적합

 • RTLS 장비(AP) 최적배치 실험
(건설현장용 위치인식 기술 최적화 방안) 적합

3. 연구내용

 

4. 결 론

치인식기술 검증의 원활한 장지원을 한 도로  수리시설 장 합성 분석을 수

행하 다. 도로  수리시설 련 공사 장 내 각종 시설물, 자재, 인력 장비 등을 심으

로 치인식기술을 용하여 충분한 기술 검증이 가능할 것이며, 추후 건설 장 용형 유

사 기술들의 용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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