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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안전관리를 시나리오 모델의 환경을 고려한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 사고의 재

발 환경이 높은 곳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된 곳에서 그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의 모델을 추출해야 한다. 시나리오 모델들의 추출은 시나리오 적용 지역의 환경 분

석을 통하여 대상 요소를 분석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키워드: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시나리오 모델(scenario model), 환경 분석 (environ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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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국가의 도시화와 지역화의 운용에 따라 혹은 산업시설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따라 안전관리가 제시된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시스템 효용성과 설치관리에 대한 비용을 

고려한 것이다. 사고의 위험에 대한 집중성을 통하여 전체적인 위험사

고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범위를 

집중화하고 이를 통하여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환경 분석을 통하여 적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 모델을 구축하고 실제 대응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 발생 지역에 대한 시나리오 모델 구성에서 환경 

적용의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II. Safety environments

표 1은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안전관리를 위한 시나리오 모델이 

요구되는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시나리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동 객체에 대한 이동 패턴과 

시설물 혹은 위험 유발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 환경에 맞는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나리오 모델 구성에 

대한 환경 분석은 어떠한 요인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분석 객체에 대한 인지 시템의 반응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을 설계함으로써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위험 사고 및 사건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이를 시나리오 모델에 

적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시나리오 모델에 따른 환경 분석과 이에 대한 시스템 적용은 

시나리오 대상 객체의 위험 상황의 조건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분석 적용 모델의 외부 환경적 요인과 내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구성 시나리오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Area Application

Industry

Digital Home, Telematics, Mobile auto 

driving system, factory automation, 

safety prevention

Environments
public pollution, forest fire, flooding, 

environmental pollution

Military
network configuration in military area, 

remote unmanned system

Architecture
home network, facility management, 

park management

Health hospital safety management

Table 1. Safety environment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안전관리 지역에서 대응 시나리오 모델에 대한 

환경 분석을 고려하였다. 시나리오 모델 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 요인과 내부 환경 요인의 적용을 통하여 구축된 시나리오 

모델의 대응을 설계한다. 외부 환경에서 이동 객체의 행위에 대해 

패턴을 분석하여 시나리오에 의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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