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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위험 관리 지역에 대한 시나리오 구축을 위한 분석 모델을 고려한다. 위험 요소에 대한 분

석은 외부 상황에 대한 요소뿐만 아니라 내부 상황에 의한 요소도 제공된다. 대응 모델에 대한 반응은 요소 

분석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는 결과를 통하여 결정된다. 위험 관리 지역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모델을 위하

여 DEVS 방안을 고려하며, 이에 대한 모델 설계를 고려한다.

키워드: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분석모델 (analysis model), DEVS (discrete ev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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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차세대 스마트 도시에서는 각종 범죄 및 위험 지역에 대한 대응방안

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위험 관리 지역에 대한 시나리오 

구축은 분석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시나리오 구축은 위험 상황에 

대한 환경 변수를 파악하여 이를 상황구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위험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축은 대응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다. 

이동 객체에 대한 여러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며 이에 대한 

위험 시나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분석 모델 우선 구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설계를 위하여 분석 모델의 

설계 방안을 고려한다. DEVS (discrete event systems) 모델을 

통하여 대응 방안에서 분석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한다.

II. Information gathering system

일반 atomic DEVS 모델링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특히, 

시나리오 모델에 대한 이동 객체의 입력 요소와 출력 사건의 요소를 

파악한다.

    
여기서  는 입력 사건의 집합, 는 출력 사건의 집합이다. 

는 시스템 상태 집합이며,  은 내부 상태전이 함수,  은 외부 

상태전이 함수이다. 또한, 는 외부 출력 함수이다. 마지막으로 

는 상태 전이 이후로부터 흘러간 시간이다.

입력 사건에 대한 부분은 이동 객체의 행동 요소에 대한 분석으로 

이를 시나리오 구성 모델에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입력 환경 

구성을 위해 이동 객체의 GPS 구역을 고려한다. 이동 객체에 대한 

  구성은 대상 지역의 전체 GPS 좌표 영역 값, 지도 영역, 이동 

객체의 이동 좌표, 그리고 객체의 이동 시간에 대한 입력이다. 이를 

통하여 일차원적 모델 분석의 요소를 구성한다. 입력환경에서 GPS 

좌표의 경우  의 입력 값은     상단좌측LAT+상단우측

LAT+하단좌측LAT+하단우측LAT 을 들 수 있다. 그림 1은 이동 

객체에 대한 입력 환경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Fig. 1. Input sate for the mobile object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위험 지역에서 이동 객체에 대한 시나리오 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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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 모델을 고려하였다. DEVS 모델을 통하여 분석에 대한 

입력 환경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하여 내부 구성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위험상황에 대한 반응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동 객체의 

이동 정보를 기반으로 출력 사건의 기준을 설정하여 전체 시나리오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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