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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is a large-scale project that involved a daily maximum of thousands of 

workers. many equipment and laborers involved has been required consistently to minimize the need for safety through 

real-time safety management. But current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site is only managed to access of workers 

and equip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owner requirements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utilizing active RFID and GPS position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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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원전 건설 사업은 연인원 수백만명에 이르고 일일 최대 작업자수는 수천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수년 동안의 장기간 작업수행이 

진행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의 최소화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 작업자 위치 관리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원전 건설현장은 모든 인원과 장비의 출입 관리만 하고 있을 뿐 전 현장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수 작업자와 장비, 자재의 출입 및 위치를 모니터링 하여 건설 초기부터 작업자의 안전성을 보장 하기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대규모 부지와 수많은 콘크리트 공간으로 이루어진 원전 건설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내와 실외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합 할 

수 있게 GPS 와 능동형 RFID 기술을 활용한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현장 테스트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현장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향후 원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을 위한 발주자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재, 노무, 

공정, 안전 관리를 통합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행 연구로 진행하였다.

2. 원전 건설현장 인원 위치추적 시스템 개발(RTLS)

2.1 원전 RTLS(Realtime Locating System) 구축 방안

원전 건설현장은 실외 노지와 구조물 및 작업용 대형장비(타워크레인등)이 복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복잡한 환경을 

고려한 원전 건설현장에 맞는 측위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측정해야 한다. 원전 건설현장 구조물이 없는 실외공간 과 구조물내 실내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구조물이 없는 실외공간에 RFID 스캐너 설치는 경제적으로나 작업 간섭현상으로 인해 설치가 불가능하여 

위성측위기술(GPS)을 활용한 측위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구조물내에 실내공간은 GPS측위가 불가능하며 근거리 송수신이 

가능한 능동형 RFID 측위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GPS와 능동형 RFID(비콘)을 결합한 실내‧외 무선측위 기술을 

활용한 POC(Proof of Concept)방식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2.2 원전 건설현장 RTLS 테스트 시나리오

원전 건설 현장 RTLS 테스트를 위해 6가지 현장 이동상황을 선정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표 1). 시나리오별 현장 기준점을 설치, 각 

기준점을 테스터가 통과할 때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된 관제 시스템 지도상의 표시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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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TLS(Real Time Locating Systems)구성도

표 1. 현장테스트 시나리오

항목 이동경로 내용

현장테스트
시나리오

실외 → 실외 실외 작업자 이동 환경을 고려 (GPS만 수신 : 오차범위 15~20M)

실외 → 실내 실내 외 작업자와 이동 환경 고려 (GPS 와 RFID(비콘) 접점지역)

실내 → 실외 실내 외 작업자와 이동 환경 고려 (GPS 와 RFID(비콘) 접점지역)

실내 층간이동 (1층 →2층) 실내 작업자 층간 이동 환경고려 (RFID(비콘)만 수신)

실내 이동 실내 작업자 이동 환경고려 (RFID(비콘)만 수신 : 오차범위 5M이내)

위험지역 이동 작업자 위험지역 이동 환경고려(과제시스템 알람기능)

3. 결 론

원전 건설 기간 중 현장 자재, 장비 관리 및 노무자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의 최소화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 작업자 위치 관리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원전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2가지 측위기술을 활용한 RTLS 적용방안을 재시 하였으며 현장 적용을 

위한 현장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현장 시나리오는 각 측위기술별 오차 범위를 반영한 기준점 제시와 현장 노무자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상활별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개발하였다. 본 현장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RTLS 현장 도입을 위한 발주자 요구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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