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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위험지역에서 수집 된 정보에 대한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해 고려한다. 영상센서를 통하여 입력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 분석 및 분류를 하여 사전에 정의된 상황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시스템을 설계한다.

키워드: 영상정보 (video information), 영상센서(video sensor), 실시간 분석 (realtim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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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약자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게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1]-[4]. 어린이에 대한 범죄의 경우 대다수가 

학교 집 근처에서 일어나며 하교 길인 오후 2시~5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유인장소, 범행 장소와 피해자 집, 범죄인 집까지의 

거리들이 학교 주변 수십 혹은 수백 미터 이내로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범죄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나 범인색출 시스템은 여전히 갖춰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요소에 관한 상황인식을 통하여 객체에 대한 

위험요소의 상황을 인식하는 시스템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6]-[9]. 

II. Situation analysis system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상황인지 분석 위해 고려되는 

시스템 설계 방안이다. 

Fig. 1. Situation analysis system

상황분석부는 영상획득, 객체검지, 객체추적으로 구성되며, 어린이

와 어른, 자동차등 학교주위의 객체를 검지하고, 추적하여 상황정보를 

생성한다. 상황인식부는 공간융합 및 응용, 패턴조율 및 학습, 축적된 

서식학습, 상황인지 추론, 응급상황처리를 담당한다.

III. Conclusions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은 사후 처리 보다는 즉각적인 인지와 대처가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지역에서 위험상

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정보 분석 방안을 설계하였

다. 수집된 정보를 사고 정보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위험인지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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