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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LS를 이용한 험구역 리방안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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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terest to the RTLS is increasing recently, and the RTLS is used in various fields. It is one of applica-
tions for locating and tracking using RFID tags which are attached to something like container, pallet, or all thing. 
In this study, a RTLS system was developed for efficient safe management in chemical industry. This system could 
manage dangerous substance and a personal history regarding entry. Detaile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rough RTLS entry management system which is developed this study, the events along a movement of dangerous 
substances and the person in charge could be grasped and recorded. (2) A user, goods and a warehouse could be 
managed and monitored efficiently as using the developed RTLS history system. (3) RTLS system will contribute to 
efficient safety management of the chemical industry. Besides, RTLS system might be applied to the other industries 
like shipbuilding and car industry.
Key Words : RTLS, RFID, chemical industry, HPMA system, safety management

1. 서 론*

화학 산업에서 발생되는 재해의 경우 화학물질

의 유출 및 압력장치 등 기계장치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 폭발사고 뿐만 아니라 근로자 및 위험 물질

에 대한 관리 미숙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

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고들의 상당수가 

안전 불감증과 간단한 수칙 위반 등의 원인에서 

발생하였고, 또 상시 경험하는 아차사고를 통해 대

부분 인지 가능했던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1). 산
업재해의 발생유형을 보면 기술적인 문제점이나 물

리적으로 제어 불가능한 환경 등에 의해서 발생되

고 있지만, 전체 재해의 90% 정도는 작업자의 불안

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이러한 불안전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자율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srchang@pknu.ac.kr

안전관리를 위한 잠재위험성 발굴 및 조치 방안 등

을 포함한 실천적인 기법인 HPMA System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3).
또한, 최근 IT기술을 이용한 안전모니터링 시스

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 및 기술 개발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RFID 기술은 각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사물의 고유 아이디를 무선으로 

인식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 저장, 가공, 추적함으

로써 사물에 대한 측위, 원격처리, 관리 및 사물 간 
정보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4).

자체적인 내부 배터리 및 송신 장치를 내장하고 

있는 능동형 RFID는 장거리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

해 환경 감시, 군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능동형 RFID 응용의 하

나로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대상의 위치를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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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할 수 있는 RTLS(Real Time Location Sys-
tem)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5). RTLS는 미국 표준

인 ANSI/INCITS 3716-8)을 기초로 하여 국제표준

인 ISO/IEC 247309-11)에서 해당 표준을 제정 중에 

있으며, API, 2.4GHz RTLS, 433MHz RTLS의 세 부

분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 산업의 공정 중 위험물과 설

비에 대한 잠재 위험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

게 관리하기 위한 위험 구역 관리 방안에 관한 연

구로 RTLS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자 및 위험물

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ㆍ출입관리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HPMA system에 적용함으

로써 보다 더 효과적 사업장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RTLS 설계

2.1. Hardware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RTLS System에 사용된 hard-
ware는 Exciter, Access Point 그리고 능동형 RFID 
Tag로 구성된다.

Exciter는 RTLS 시스템에서 RFID를 검출하기 위

한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RFID Reader
이다.
․RFID Tag가 Exciter Coverage 내를 통과하거나 

머물 경우 정보를 시스템에 전달한다.
․RFID Tag의 설정 변경(전원 on/off, message 

writing)이 가능하다.
․RTLS Location Engine을 통하여 원격 모니터

링 및 설정 변경이 가능하다.
․Tag의 인식거리가 30cm～6m이며 50 cm 단위

로 조정이 가능하다.
․한 대로 지원할 수 없는 지역에 여러 대의 Ex-

citer를 설치할 수 있도록 Chaining 기능이 지

원된다.
․출입관리, 도난 방지, 재고 수량 관리 등에 사

용 가능하다.

Fig. 1. Example of Exciter.

Access Point는 표준 2.45Ghz Wi-Fi 주파수 대역

을 사용하여 실내 및 실외에서 Access Point 범위 내

에 있는 모든 Tag의 실시간 위치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이며 Exciter는 입․출입 관리를 수행하

고 Access Point는 위치 확인을 수행하는 Reader로 

활용한다.
RTLS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RFID Tag는 위험 물

질 및 취급 담당자에게 부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2.4GHz Wi-Fi 신호를 송수신하는 Transmitter

가 내장되어 있다.
․배터리 수명은 상황에 따라서 10개월～4년이다.
․배터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저주파(125KHz) 수신부를 통해 Exciter와 RFID 

통신이 가능하다.
․검출 범위는 실외 최대 200m, 실내는 최대 80m

이다.
․최대 10 byte message 10개가 저장이 가능하다.
․신호를 전송하는 주기(64msec-3.5 hours)에 대

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모션 센서와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실내 및 실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방진/방수/

방습).
․call 버튼을 통해 호출이 가능하다.
․동작 온도가 -30˚C에서 +75˚C로서 사용 영역

이 넓다.

2.2. RTLS System의 Software 구성

본 연구에서 이용된 응용 Software는 상용화된

Fig. 2. Example of RFID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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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LS Engine이다. 이는 헬스케어, 제조업 및 기타 

다양한 산업에서 자산에 대한 통합 가시성을 제공

해주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이다. RTLS Engine은 

Wi-Fi 기반의 능동형 RFID Tag들과 표준 Wi-Fi 네
트워크 장비로부터 위치 관련 정보를 받아서 여러 

종류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내 및 실외 

환경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위치 및 상태 정보를 

생성한다. RTLS Engine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Positioning Server - 다양한 가시성 모드에서 

위치(positioning)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며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성하는 장비와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System Manager - 설치, 관리 및 구성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형태의 지도 파일을 수용하

며 시스템 토폴로지 및 시스템 컴포넌트들의 

원격 구성을 설정한다.
․RTLS Analyzer - 시스템 설계, 계획 및 분석

을 위한 다양한 그래픽 도구이다.

2.3. 위험물질 및 취급 담당자 관리를 위한 RTLS 
시스템 구성

Fig. 3. Example of RTLS Engine.

Fig. 4. Structure of General RTLS.

RTLS 시스템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적으로 Mobile Resources, Hardware Infrastructures 
및 Software로 구성되어 있다. Mobile Resources의 

구성요소는 능동 RFID Tag 및 표준 Wifi 장비들, 
Hardware Infrastructures는 표준 Wi-Fi Access Point, 
Wireless Location Receivers, Location Receivers 및 

Exciter들과 Software는 Engine 및 기타 프로그램들

로 구성되어 있다12).

3. RTLS 입ㆍ출입 관리 시스템

입․출입 관리 시스템(SecureOnLine)은 RTLS En-
gine을 기반으로 하여 RFID Tag가 부착된 사람이

나 물질에 대한 입․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File, Tool, View, 

Location, Event 메뉴 등으로 구성된다.
Tool 메뉴는 User, Option, Tag Management, Sync 

with PE 부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Tag Manage-
ment 부메뉴는 RFID Tag에 대한 정보를 조회, 추가, 
저장, 삭제 및 인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View 메뉴는 사용 중인 장비 Location Receiver, 
Exciter 및 Access Point 등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메

뉴이다. Location 메뉴는 Location History(위치 이

Fig. 5. Sample of Tag Management.

Fig. 6. Sample of Loca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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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조회), Chase(동선 추적), Zone Event History(특
정 구역 이력 조회) 부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Lo-
cation History 메뉴는 태그별, MAP별, 기간별로 해

당 태그의 위치 이력을 조회한다.
Chase 메뉴는 특정 태그의 동선을 표시해준다. 

Zone Event History는 선택 구역, 태그에 대하여 위

치 및 이벤트 발생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기능

을 가진다.
Event 메뉴는 Event Management(이벤트 설정 및 

관리), Event History(이벤트 정보 조회) 부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Fig. 8과 같이 Event Management 메
뉴는 이벤트를 모니터하는 사건에 대한 설정과 이

벤트 수신자 설정을 통하여 이벤트에 대한 관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Fig. 9와 같이 Event History

Fig. 7. Sample of Zone/Event History.

Fig. 8. Sample of Event Management.

Fig. 9. Sample of Event History.

는 태그 및 이벤트 별로 이벤트에 대한 발생 이력

을 조회할 수 있다.

4. RTLS 이력 관리 시스템

RTLS 관리 시스템은 입․출입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위험물질 

및 취급 담당자에 대한 설정 및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Fig. 10과 같이 검색 메뉴에서는 이름, 부서 및 

출입여부 조건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조회한 후 특

정 사용자를 클릭하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상세 데

이터를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신규 메뉴에서는 사용자에 관한 데이터를 이름, 

TAGNO.(RFID Tag), 사번, 출입여부, 부서 및 연락처

를 입력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TAGNO
는 RFID Tag에 할당된 고유 숫자를 입력하면 

SecureOnLine 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된다.
창고 관리는 검색, 신규, 저장, 삭제, 인쇄, 엑셀 

및 닫기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면 검색 메뉴에서는 

창고명 조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조회한 후 특정 창

고를 클릭하면 특정 창고에 대한 MAP ID 및 창고

명을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신규 메뉴에서는 창

고에 관한 데이터를 MAP ID 및 창고명을 입력하

여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MAP ID는 Secure 
OnLine 시스템에서 지정된 ID를 입력하면 연동되

Fig. 10. Menu of User's Information.

Fig. 11. Sample of Material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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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ample of Materials Search Menu.

어 운영되고 사용 중인 Exciter 및 Access Point의 

숫자에 따라 여러 개의 MAP을 지정할 수 있다. 물
품 관리는 Fig. 1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검색, 신
규, 저장, 삭제, 인쇄, 엑셀 및 닫기 메뉴로 구성되

어 있다.
Fig. 12는 물품 검색 메뉴를 나타낸 것으로서 물

품명 또는 CASNo.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을 조회

한 후 특정 물품을 클릭하면 특정 물품에 대한 명칭

(한글명칭, 영문 명칭), TAGNO.(RFID Tag), CASNo., 
단위 및 수량을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Fig.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신규 메뉴에서는 물

품에 관한 데이터를 특정 물품에 대한 명칭(한글

명칭, 영문 명칭), TAGNO.(RFID Tag), CASNo., 단
위 및 수량을 입력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된

다. 단 CASNo.는 초기에 따로 저장된 위험물질에 

관한 데이터(Excel 파일)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린 

후 사용할 수 있다. TAGNO는 물품에 부착된 RFID 
Tag에 할당된 고유 숫자를 입력하면 SecureOnLine 
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된다.

Fig. 14는 모니터링 메뉴를 나타낸 것으로 모니

터링, 사용자 이력 조회 및 물품 이력 조회 3개의 

부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모니터링 부메뉴는 사용

자 및 물품의 입․출입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현황

을 나타내준다.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출

입 시는 사용자의 이미지에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Fig. 13. Menu of Materials Registration.

Fig. 14. Sample of User Monitoring.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물품의 입․출

입도 실시간으로 현황을 아래 쪽 화면에 나타낸다.
사용자 이력 조회는 Fig. 15와 같이 검색, 신규, 

저장, 삭제, 인쇄, 엑셀 및 닫기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 메뉴에서는 이름, 입․출 구분, 날짜 및 

부서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을 조회한 후 특정 사

용자를 클릭하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연번, 입출시

각, 이름, 사번, 출입 여부, 부서, 연락처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Fig. 15. Menu of User History Management.

Fig. 16. Menu of Materials Histor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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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이력 조회는 검색, 신규, 저장, 삭제, 인쇄, 
엑셀 및 닫기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Fig. 16과 같

이 검색 메뉴에서는 물품(한글명칭, 영문 명칭), 
입․출 구분, 날짜 및 CASNo. 조건에 해당하는 물

품을 조회한 후 특정 물품을 클릭하면 특정 물품

에 대한 연번, 물품명칭, TAGNO., CASNO., 단위, 
수량 등을 조회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FID Tag, Exciter 장비, RTLS 
Engine, Access Point를 사용하여 위험물질 및 취급 

담당자에 대한 입․출입관리, 위치 관리 및 이력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RTLS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HPMA(Hazard Potential 
in My Area) 지원 정보시스템의 경우 잠재위험성 

관리, 안전정보관리, 설비관리 및 안전업무관리 등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생산 현

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

발되었으나 점검․확인에 관한 사항들을 직접 기

록하여 보관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

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RTLS 시스템은 과거 또

는 현재의 안전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열람하여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율안전관

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매개체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RTLS 시스템은 RTLS En-

gine을 기반으로 하여 RFID Tag가 부착된 사람이나 
물질에 대한 입․출입을 관리하는 입․출입 관리 

시스템과 입․출입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위험물질 및 취급 담당자

에 대한 이력 관리를 하는 RTLS 이력 관리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화학공장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의 위치흐름, 재고 및 정보의 신속한 파악, 
Monitoring을 통한 효율적인 위험물질 제어감시 및 

관리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또한 위

험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적․물적 안전관리에 대한 실용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된 RTLS 시스템은 화학 산업을 목표를 개발

되었으나 시스템의 프로세스 측면에서 수정을 통하

여 타 산업의 안전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IT 기술을 안전관리에 융합함

으로써 실시간으로 화학공장내의 위험지역 및 위험

물 관리가 가능함을 나타낸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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