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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위험지역 주위의 사고 관련 상황 인지를 위한 정보 수집 방안을 고려한다. 사고 상황에 대한  인지는 위험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위험지역에서 수집된 정보가 특정상황에 대한 인지로 

연결되기 위하여 각각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방안을 설계하도록 한다.

키워드: 인지 (recognition), 정보수집(information gathering), 실시간 분석 (realtim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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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위험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15]. 본 논문에서는 GPS 센서 및 영상센서

를 이용하여 상황인식 기반의 컴퓨팅 기술을 통한 안전관리 모니터링 

방안 설계를 고려한다[6]-[9]. 본 논문에서는 GPS 센서 및 영상 

센서를 통해 객체의 검지, 객체의 인지 또한 객체의 추적, 상황인식 

그리고 이러한 객체 정보를 서버에서 관리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상황인식을 위한 정보수집 시스템 설계를 제안한다. 

II. Information gathering system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상황인지를 위한 수집 시스템의 

설계 방안이다. 영상센서부는 일반카메라, 근접촬영용 카메라, 비디오 

서버로 구성되며, 영상취득을 담당한다.

Fig. 1. Information gathering system

GPS 센서부는 GPS로부터 생성된 객체(학생)의 위치 정보를 무선

통신(지그비)로 통해 전송하며, GPS 정보부는 수집된 객체의 정보를 

모니터링 서버로 전송한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객체의 위험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객체

의 위치를 GPS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위험지역과 도로에서 

영상센서를 통해 사고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 상황이 인식되면 

중앙 모니터링 장치에서 자동으로 상황을 알림으로써 경고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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