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위험상황 
인지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이다. 위험상황에 대
한 신속한 파악이 비록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제공이나 상황 발생에 대한 결
과 보고가 없다면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1]-[3][5]. 위험 상황에 정보 
제공은 사건발생 직후에 관리 시스템에 전달되며 
여기에 정보 제공의 정확도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술적 메카니즘을 고려한다[4][6]-[8]. 위험 상황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결과 보고가 
정확하게 제공되므로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동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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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위험 상황 보고를 위하여 분석 시스템에서는 시
나리오 기반 위험인지를 수행한다. 위험 시나리오
에 대해 상황인식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인 이동 
객체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이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한다. 이동 객체에 대한 위험상황이 발생하
면 분석 대응 시나리오인지 초기에 파악을 한다. 
따라서 위험상황이 인지되면 해당 시나리오에 대
한 대응 결과를 관리 시스템에 제공한다. [그림 1]
은 정보 전송을 위한 관리 시스템의 연결 상황의 
한 방안을 보이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는 관리 시
스템을 통하여 전달되며 이에 대한 대응 절차가 
제공되는 것이다. [그림 2]는 위험 상황에 대한 관
리 시스템을 위한 정보 제공의 절차를 보이고 있
다. 전송 정보는 매칭 대상 각 위험 시나리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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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study the transmission of real-time information to the recognition of risk situation. Through 
analyzing the scenario of risk situation to the mobile object, immediate information providing should be transmitted to 
the management system if a risk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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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전송된 정보는 
위험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1. 관리 시스템 연결 방식

그림 2. 데이터 전송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 객체에 발생한 위험 상황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정보 제공은 각 위험 
시나리오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정보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제공되도록 유효 방안이 유도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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