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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적재난 분야에 다양한 재난전조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난 위험등급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구축

할 목적으로 재난전조 정의, 재난전조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분류체계, 재난전조정보 위험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알고

리즘, 대응·조치사항을 포함한 권고사항 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체계를 위해 적용된 온톨로지 기법은 기본

요소들의 분류 및 3계층 속성 분류만을 도입하였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는 용어의 빈도수 분석 및 신뢰도 계산 부분을

도입하여 연관성 규칙의 기본구조를 밝혀냈다. 이 기본구조에 과거 재난사례를 적용하여 연관성 규칙을 생성하였으며, 새로

운 재난전조정보와 비교하여 위험등급을 추론하는 사례기반추론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능형 의사결정

체계는 의사결정자가 재난전조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등급을 결정하여 사전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궁극적으로

재난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핵심용어: 재난전조정보, 의사결정체계, 위험등급, 사전예방조치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n intelligent decision support system that is able to advise disaster

countermeasures and degree of incidents on the basis of the collected and analyzed signs of disasters. The concepts

derived from ontology, text mining and case-based reasoning are adapted to design the system. The functions of this sys-

tem include term-document matrix, frequency normalization, confidency, association rules, and criteria for judgment. The

collected qualitative data from signs of new incidents are processed by those functions and are finally compared and rea-

soned to past similar disaster cases. The system provides the varying degrees of how dangerous the new signs of disas-

ters are and the few countermeasures to the disaster for the manager of disaster management. The system will be helpful

for the decision-maker to make a judgment about how much dangerous the signs of disaster are and to carry out specific

kinds of countermeasures on the disaster in advance. As a result, the disaster will be prevented. 

KEYWORD Disaster Signs, Intelligent system, Incident degree, Countermeasure

1. 서 론

산업화 시대 이후 도시의 고밀도화, 인구의 도시 집중

화로 인해 사회기반시설과 초고층 건축물들이 들어서면

서 도로시설, 시설 및 건축 공사장, 그리고 대형인구밀집

시설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촉진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교통 및 화재를 제외한 인적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

근 3년간 평균 8,075명(사망 1,207명)이며, 안전부주의 등

안전 불감증도 주요 재난피해 원인으로 인명피해의 39%를

차지한다(근로복지공단, 2008). 그리고 2010년 3월 기준으

로 소방방재청에서 수집한 총 424개의 재난전조자료에서

발생할 가능성 있는 재난사고 유형별로 분류하면, 붕괴 93

건, 교통 35건, 체육유원안전 14건, 화재 14건, 일반추락안

전 13건, 기타 223건으로 대부분 건축물(281건)및 시설물

(132건)에서 발생하였다. 재난사고유형 중 세부 유형별로

‘붕괴’에 의한 내용이 가장 많고, 시설유형은 건축물 중 ‘공사

장’, 시설물 중 ‘도로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정회원,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E-mail: yjlee@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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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민원 등 재난전조 관련 자료와 유형별 재난사고와

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볼 때, 재난전조자료는 재난사고를

사전 예측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되

기 때문에 인적재난사고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 기초

자료 활용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재난전조자료 분석 결

과는 복잡·다양한 각종 인적재난에 대한 제도·기준을 보

완하고, 관련 기관 간 유기적 예방·점검 활동을 유도한다.

또한 재난전조자료를 발굴·대처하는 제도 및 역량을 갖추

게 되면 인적재난피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사회적

으로 문제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재난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적재난전조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한 과학적·구체적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난전조정보 관리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번의

사소한 안전사고나 위험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고, 감지된 위험신호를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거쳐서

효과적으로 안전조치에 활용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

방하는 프로세스체계이다. 

그러므로 재난전조정보 관리체계 연구 목적은 인적재

난전조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서 재난전조정보를 생성하

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등급 및 사전예방조치를 제시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예방, 대

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4단계의 범위에서 재난대응이전

에 발생하는 예방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난위험요

소를 가지고 있는 재난전조자료들로부터 재난전조정보를

생성하여 위험등급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주안점을 둔다.

2. 문헌연구

재난전조자료들로부터 재난전조정보를 생성 하여 위험

등급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연구를 위해 온톨로지, 텍스트

마이닝, 사례기반추론 이론을 도입하였다.

2.1 온톨로지(Ontology)

정보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온톨로지는

보통 정보를 조직하는, 특히 지식을 조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Divya et al., 2006; 안성준 등 2007; 유사라 2007).

이미 주어진 현실 세계 시스템을 위해 온톨로지를 구축한

모형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컴포넌트 내에 오브젝트

와 관계있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구현 되어진 모형 시스템에서는

정보 및 지식표현이 해당 도메인에 따라 계층적 구조인

객체지향 데이터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온톨로지로 표현

된다. 같은 수준의 명세에서 지식의 여러 가지 도메인들

은 온톨로지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하게 구성된다. 동일한

구성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 고차원의 온톨로지는 더 높은

차원의 네트워크화 된 온톨로지 계층의 컴포넌트로 구성

된다(Robert et al., 2007).

2.2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마이닝과는 달리 구조화 되지 않은

대규모의 텍스트 집단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정영미, 2005). 다시 말해 텍스트 마이닝

은 비 구조화된 텍스트로부터 흥미 있고 유용한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추출, 정보검색, 자

연언어 처리, 텍스트 요약, 자동분류 등에서 사용되는 기

법들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텍스트 마이닝 적용의 핵심은

대량의 텍스트로부터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지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영재/이성수의 연구(2011)에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도입해서 인적재난사고사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라 과거의 인적재난사고사례를 기반으로 새

로운 인적재난전조자료의 위험등급을 추론하는데 기초가

되는 신뢰도 값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2.3 사례기반추론(Case-Based Reasoning)

사례기반추론(Case-Based Reasoning)은 용어의 뜻 그대로

사례(case)를 기반으로 해서(based) 추론하는 것(reasoning)

이다. 즉, 어떤 새로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 과

거의 사례들을 해결한 방식을 빌어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사례기반 추론은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

기 때문에 비록 문제가 복잡하더라도 이미 해결된 사례를

통해 답을 빨리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이 잘 파악되

지 않은 대상영역에 있어서도 사례로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정확히 일치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면

가장 유사한 사례를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결된 사례는 다시 새로운 사례로

서 저장되게 된다(이재규, 1996).

3. 연구 설계

3.1 의사결정지원체계 기본구조

인적재난전조정보 위험등급을 측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ol. 4, No. 2

인적재난사고사례기반의 새로운 재난전조정보 등급판정 연구 31

나타내는 연구 기본구조는 4개의 연구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에 대한 의미와 방법 및 산출물 그리고 출처는

<표 1>과 같다.

3.2 의사결정지원체계 기본구조 의미

3.2.1 재난전조정보 수집 및 관리

재난전조(Sign of Risk)는 시설물 및 건축물에서 취약성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risk)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인지되는 신호 또는 그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현

상을 의미한다. 재난전조정보는 재난위험요인의 가능성

을 담고 있는 정보로서 인적재난, 안전사고 등 재난발생

이 우려되어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가 필

요한 재난전조를 의미한다.

여기서 소스(source)는 전조정보가 발생하는 근원을 의

미한다. 전조정보 소스는 구체자료와 기초자료로 구분된

다. 기초자료는 환경자료라고도 일컫는다. <표 2>는 재난

전조자료의 분류, 정의, 유형, 소스를 설명한다.

재난전조정보의 처리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는 언

론정보, 민원정보, 여론동향 등 각종 웹사이트와 민원, 안

전점검 활동 등을 대상으로 구체자료 및 기초자료를 수집

하고, 수집된 전조정보 자료를 대상으로 필터링 단계를

거쳐 재난전조자료를 생성한다. 필터링(filtering)은 전조

자료와 무관한 자료제거, 중복데이터 삭제, 위험성이 작

은 데이터 분류 및 제거 등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정제

된 재난전조정보는 재난전조정보 템플리트(template)에

저장된다. 데이터베이스 성격을 가진 템플리트는 인적재

난전조 온톨로지 기본요소, 즉 요구사항(법령,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과 인적/물적자원, 위험성, 취약성, 대응·조치

사항, 이해관계자, 잠재적 사고/재난을 토대로 여러 속성

(attributes)들이 포함된다. 또한 템플리트에는 과거 발생되

었던 인적재난사고사례 그리고 새로이 발생한 재난전조

정보의 내용이 저장된다.

표 2. 재난전조정보 특성

구분 정의 유형 자료수집 사이트

구체자료

언론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성 현황 등의 

자료로 정의됨

-언론정보

-민원정보

-지자체 담당공무원 여론

-경찰 동향보고내용

-민간 모니터 요원

웹사이트(on-line)

-포털 사이트

-신문 및 방송 언론 사이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새올전자민원 창구 등

기초자료

(환경자료)

현황 및 사회적 분위기, 계절성 등 

주변현황에 대한 환경 자료로 

정의됨

-소문 동향정보 견문정보 및

 감사결과정보

-기본현황(지역, 위치, 규모, 소유자 상태)

-해당 관계자 의견

-추진사항(안전점검조사, 조치현황 등)

-계절성, 관련법령 등

오프라인사이트(off-line)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중앙안전점검단

-각 지방자치 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표 1. 재난전조정보 위험등급 측정 연구 기본구조

연구영역 의미 방법과 산출물 출처

재난전조 정보 

수집 및 관리

재난전조정보 개념을 정립하여 재난전조정

보 템플리트 개발

-재난전조자료 분류

-온톨로지 기반의 분류체계

-재난전조정보 템플리트

온톨로지 개념 및 정의

인적재난 사고

사례 정보 분석

-기본요소(용어)/사고사례 테이블 생성

-재난전조지표 개발

-용어배합으로 연관규칙설계

-재난전조지표의 규칙 값 생성

-용어의 빈도수 및 빈도수의 정규화

-연관규칙 R: X->Y, 

 즉 IF X, THEN Y", "X->Y

-규칙/사고사례 테이블구성

-신뢰도(C)=P(Y|X)=

-신뢰도 값에 따른 비중 계산

-텍스트 마이닝 기법

-보정계수 재설계

-신뢰도측정 공식을 재난 분

야에 맞게 변환

새로운 인적재

난 전조정보 위

험등급

-재난전조정보 템플리트 생성

-용어와 인스턴스(instance) 도출

-재난전조지표의 규칙 생성

-생성된 규칙과 매핑 되는 규칙을 규칙/사고

사례 테이블에서 탐색

-재난전조지표별로 탐색된 규칙들의 값을 더함

-재난전조지표 기반으로 연관규칙 생성

-매핑 되는 연관규칙 가중치 평균값

-위험등급 분류

-새로운 인적재난전조정보 

규칙 생성

-사례기반추론 이론

재난전조 정보 

기반 의사결정

-재난전조의 각 지표에 대한 판단 근거

-재난전조의 각 지표에 대한 권고 사항

-위험등급 제시 근거

-재난전조정보 판단의견

-재난전조 대응조치사항

-전문가시스템 이론

-사례기반추론 이론

 
P(X∩Y)

P(X)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제4권 제2호

32 이 영 재

3.2.2 인적재난사고사례 정보 분석

인적재난사고사례의 신뢰도 값은 새로운 인적재난전조

현상에 대한 위험등급 결정을 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

야 하는 과정에서 위험등급을 추론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된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 제시하는 신뢰도를 측정하

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거의 인적재난사고사례에 대한

신뢰도 값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1) 인적재난사고사례 TDM 생성

TDM(Term-risk Document Matrix (Turban, 2010)는 ‘용

어(term)/사고사례 테이블’을 의미하며 인적재난사고사례의

신뢰도를 측정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용어(term)

들은 인적재난 온톨로지 기본요소(물적/인적자원, 위험성,

취약성, 대응조치사항, 이해관계자, 잠재적 사고/재난)를

근간으로 분류된 세부요소들을 말한다. 인적재난사고사

례는 시설물 분야 및 건축물 분야에서 재난사고가 발생되

는 것으로 수집된 문서(document)를 의미한다. 어떤 특정

한 용어가 한 문서에서 자주 등장한다고 해서 그 용어가

다른 용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용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문서 내에 등장하는 용어

의 빈도수를 조사한 후, 정규화 공식을 이용하여 정규화

(normalization)를 수행한다(Turban, 2010).

2) 재난전조지표 개발

재난전조정보에 대해 위험등급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

난 및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재난

전조지표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3) 용어배합으로 연관규칙 설계

인적재난사고사례에서 정보추출은 연관관계(association)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연관규칙은 하나의 용어(term)

와 다른 용어와의 집합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 X(위험성, 취약성, 인적자원, 물적자원) ⇒ Y(잠재적

사고/재난)

- IF(위험성) AND(OR)(취약성) OR(인적자원) OR(물적

자원), THEN(잠재적 사고/재난) 의미

② 주민 생활 밀접도

- X(대응조치사항, 위험성, 취약성) ⇒ Y(잠재적 사고/

재난)

- IF(대응조치사항) AND(OR)(위험성) AND(취약성),

THEN(잠재적 사고/재난)을 의미함

재난 (risk) =위험성 (threat) +취약성 (vulnerability)이라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IF(위험성) AND(취약성)’존재

하면, ‘THEN(잠재적 사고/재난)’발생한다는 기본규칙이

형성된다. 이 형태로 위의 예로 든 연관규칙을 적용해보

면, IF(위험성: 교각 세굴 현상) AND(취약성: 안전관리 소

홀 OR 여름철 집중 호우) THEN(잠재적 사고/재난: 다리

붕괴) 이다. 다시 말해서 ‘교각 세굴 현상이 발생한 도로

시설에서 관리자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상태이거나 여름

철 집중적인 호우가 지속되면 다리 붕괴사고로 연결된다.’

와 같은 것이다.

4) 재난전조지표의 규칙 값

생성된 연관규칙과 사고사례를 가지고 규칙/사고사례

테이블(rule-document matrix) 을 설계한다. 각 사고사례에

서 용어(term)가 나타나는 빈도수의 정규화한 값을 이용

하여 신뢰도 값을 계산해서 테이블에 입력한다. 여기서

규칙은 이미 생성된 연관성 규칙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

뢰도 값은 ‘X를 포함하는 사례 중에 Y(붕괴)가 포함될 확

률’등이 하나의 예이다. 규칙/사고사례 테이블에 입력된

각 셀(cell) 값(정규화 값)을 가지고 신뢰도 공식(Turban,

2010)에 따라 연관규칙에 대한 신뢰도가 계산된다. TDM

표 3. 재난전조지표

항목 지표 설명

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50점)
○ 시설물에 관련된 위험성 및 취약성, 인적자원 불안전 행위, 물적자원 불안전 상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② 주민생활 밀접도(20점) ○ 통행량 많은 지역,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주민생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③ 인명피해 가능성(15점) ○ 과거 유사 재난 및 안전사고 사례에서 산출되는 인명 피해 가능성

④ 사회적 파급효과(15점)

전조정보

발생빈도

○ 민원, 언론, 여론 등 다수의 정보매체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되는 전조정

보 발생량에 의한 판단

재산 

피해액
○ 과거 유사 재난 및 안전사고 사례에서 산출되는 재산 피해액에 따라 판단

⑤ 가중치(15점)
○ 실무자의 종합의견에 따른 가중치

○ 안전조치의 시급성, 계절성, 국민 정서, 적시성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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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뢰도를 구하는 공식은 (1)과 같으며 인적재난사고

사례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2)와 같이 변환한다. 

신뢰도(X→Y) =

= (1)

신뢰도(C) = P(Y|X) =

(2)

3.2.3 새로운 인적재난전조정보 위험등급

1) 새로운 재난전조정보 템플리트 생성

새롭게 수집되어 정제된 재난전조정보를 템플리트의

항목에 맞춰 내용을 입력한다. 만약 현재까지 수집된 자

료로 입력할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입력하여 완성토록 한다.

2) 새로운 재난전조정보 기본요소의 인스턴스(instance) 도출

새로운 재난전조자료와 관련된 법령, 시방서, 매뉴얼

등과 같은 법적 내용, 과거사고 사례 내용 및 전문가의 의

견을 바탕으로 하여 요구사항, 물적/인적자원, 위험성, 취

약성, 대응조치사항, 이해관계자, 잠재적 사고/재난을 분

류한다. 기본요소에 따라 분류된 인스턴스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표현한다.

3) 새로운 재난전조정보에 대한 규칙 생성과 매핑(mapping)

새로운 재난전조정보에서 생성되는 연관규칙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지표 그리고 주민생활 밀접도 지

표가 가지고 있는 연관성 기본구조에 의해 여러 개가 생

성될 수 있다. 이러한 연관규칙들은 기존의 규칙/사고사

례 테이블에서 매핑(mapping)되는 규칙을 탐색하게 된다.

4) 지표 값 산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지표와 주민생활 밀접도

지표 값은 매핑 되는 연관규칙 가중치 평균값 공식과 해

당지표의 점수로 환산해서 산출한다. 또한 인명피해 가능

성은 과거 발생한 재난 및 안전사고 사례에서 산출되는

인명피해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 사회적 파급효과는 언론,

여론 등 다수의 정보매체에서 이슈화될 사고 여부에 대한

것과 재산피해예상액에 따라 결정된다. 가중치는 실무자

가 안전조치의 시급성, 계절성, 국민정서, 적시성 등을 고

려하여 반영하는 주관적인 점수이다.

5) 위험등급 제시

재난전조정보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주민생활 밀접도, 인명피해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가

중치의 값을 더하여 총합에 따라 위험등급이 제시된다.

제안되는 위험등급은 A(심각), B(경계), C(주의), D(관심),

E(관망)로 구분한다.

3.2.4 재난전조정보 기반 의사결정

1) 재난전조지표 값 산출에 따른 판단근거

재난전조정보의 각 지표별 매핑(mapping)된 연관규칙

으로 판단근거 내용이 구성된다. 특히, 세부 판단근거 내

용은 재난전조정보와 매핑된 연관규칙, 해당 과거사고 사

례이름, 해당 연관규칙 비중이 포함된다.

2) 재난전조지표 값에 대한 실무자의 판단의견

재난전조지표 값에 대한 판단근거가 도출이 되면 지식

관리자가 생성 및 선정한 연관규칙들과 실무자가 직접 입

력한 판단의견이 제시된다. 이런 작업을 통해 실제 시스

템에서 추출해 내는 연관규칙과 비교함으로써 정확도를

수정 및 보완해 나갈 수 있고, 미처 자동으로 추출해 내지

못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재난전조정보 대응조치사항

재난전조정보에 대한 종합의견과 함께 이에 대한 재난

전조자료와 관련된 재난전조 분류체계에서 대응조치사항

을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대응조치사항을 사전에 취하

게 되면 예방조치 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4. 연구 기본구조에 따른 재난 전조정보 의사결정

실제 재난전조자료가 연구 기본구조에서 제시된 프로

세스에 따라 재난전조지표 값과 위험등급이 산출되는 과

정을 기술한다. 실제 재난전조자료로 소래철교 사례를 이

용한다.

4.1 재난전조정보 관리

온톨로지 기본요소(요구사항과 인적/물적자원, 위험성,

취약성, 대응·조치사항, 이해관계자, 잠재적 사고/재난) 이

외에 재난전조정보 대상되는 시설물·건축물에 대한 기본

현황, 과거사례에서 발생했던 인명피해, 그리고 해당 시

설에 대해 수집된 재난전조의 구체적인 정보들로 설명되

는 재난전조정보가 템플리트에 저장된다. <표 4>는 도로

 

(X, Y)를 포함하는 트랜잭션의 수

X를 포함하는 트랜잭션의 수

 
P(X∩Y)

P(X)

 

(규칙X, Y의 정규화 값 합/해당규칙 정규화합

(해당사례X의 정규화값합)/해당규칙X의 정규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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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과거 발생했던 사고사례 13건에 대한 내용을 보

여준다. 

4.2 인적재난사고사례 정보 분석

소래철교 전조정보는 도로시설로 분류된다. 과거 발생

했던 도로시설 사고사례(<표 4> 참조)들에 관한 용어/사

례 테이블(TDM)을 설계해서 빈도수를 정규화하고 결측

치에 대한 보정계수를 첨가한다. 그리고 인적재난전조정

보의 온톨로지 기본요소에 관련된 인스턴스(instance)들

을 도로시설 사고사례에서 추출하여 연관규칙을 생성한

다. 마지막으로 연관규칙에 대해 도로시설 개별 사고사례

의 신뢰도 값을 계산한다(이영재/이성수, 2011).

예로, 양산대 앞 교량 받침대 붕괴(사례 9) 사례의 신뢰

도 값은 연관규칙(X((지반약화, 계절성으로 인한 상태악

화), (빔 규정미달), (직원, 시공자), (교각, 콘크리트, 철근,

교량, 받침대)) -> Y(붕괴)를 기반으로 (2)의 신뢰도 값을

계산하는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0.61이다. 신뢰도 결과

값(61%)의 의미는 도로시설 사고사례인 양산대 앞 교량

받침대는 취약성, 위험성, 인적자원, 물적자원의 결합으

로 인하여 61%의 붕괴사고 발생가능성을 예측한다는 것

이다. 여기서 신뢰도 값이 높을수록 매우 유사한 사례임

을 의미하며 그 유사한 과거 사례를 참조로 해서 새로운

재난전조정보의 위험등급 결정을 하는 것이다.

사례기반 추론은 어떤 새로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 과거의 사례들을 해결한 방식을 빌어 해결하려는

방법이다(이재규, 1996). 새로운 인적재난전조현상에 대

한 위험등급 결정을 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과정에서 위험등급은 과거 인적재난사고사례를 기반으로

추론한다. 그러므로 인적재난사고사례에 대한 신뢰도 값

은 추론과정에서 결정적 요소가 된다.

4.3 새로운 인적재난전조정보 위험등급

4.3.1 새로운 재난전조정보 템플리트 생성

<그림 1>은 새로이 수집된 소래철교에 대한 재난전조

정보가 저장되는 템플리트의 모델링을 보여준다. 

새롭게 수집되어 정제된 재난전조정보를 템플리트의

항목에 맞춰 내용을 입력한다. 만약 현재까지 수집된 자

료로 입력할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입력하여 완성하도록 한다.

4.3.2 새로운 재난전조정보 기본요소의 인스턴스(instance)

도출

소래철교와 관련된 법령, 시방서, 매뉴얼 등과 같은 법

적내용, 과거사고 사례 내용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

표 4. 도로시설 관련 과거 사고사례

사례 번호 사고 사례 명 사고 사례 구체내용

사례 1 정림교 붕괴 2007. 8.23 [양구] 정림교 붕괴 불편 가중

사례 2 청령교 붕괴 2010. 4. 4 올림픽공원 청룡다리 붕괴, 보는 시민들

사례 3 창선교 붕괴 1992. 7.30 남해 창선교 붕괴사고

사례 4 신행주대교 붕괴 1992. 7.31 신행주대교 붕괴

사례 5 교각 복구 중 붕괴 2007. 5.28 교각 복구 작업 중 거푸집 붕괴, 인부 4명 중경상

사례 6 성수대교 붕괴 1994.10.21 성수대교 붕괴

사례 7 경산 교각 붕괴 1999. 9. 1 경산서 교각 거푸집 붕괴

사례 8 충북선 교량 붕괴 1995. 8.30 "충북선 교량 세 번째 교각 무너지면서 연쇄 붕괴"

사례 9 양산대 앞 교량 붕괴 2010. 7.18 양산대 앞 교량 받침대 붕괴, 11시간 차량통제

사례 10 함양군 교량 붕괴 2010. 6.28 함양군, 교량공사 상판 '붕괴'

사례 11 해남 교각 붕괴 2007. 5. 9 해남서 교각 공사장 상판 붕괴, 5명 부상

사례 12 경주 KTX 교각 붕괴 2007.12.21 경주서 KTX 교각 공사용 비계 붕괴, 7명 부상

사례 13 고속도로 교각 붕괴 2001. 5. 1 고속도로 교각 공사 중 작업대 붕괴 인부 2명 숨져

그림 1. 재난전조정보 객체관계도(ER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ol. 4, No. 2

인적재난사고사례기반의 새로운 재난전조정보 등급판정 연구 35

로 하여 요구사항, 물적/인적자원, 위험성, 취약성, 대응

조치사항, 이해관계자, 잠재적 사고/재난을 분류한다. 소

래철교의 기본요소와 인스턴스는 다음과 같다.

°잠재적 재난/사고 유형: 소래철교 붕괴

°재난전조관리 요구사항: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

한 규칙 

°위험성: 소래철교 교대의 노후화, 교 각의 노후화 

°취약성: 부식·균열

°물적자원: 소래철교 교대, 교각 

°인적자원: 소래철교 이용하는 관광객 

°이해관계자: 지자체(시흥시, 인천시 남동구)

°대응조치사항: 소래철교 통행 전면금 지(기 조치사항),

소래철교 철거(고려 할 수 있는 대응조치사항) 

기본요소에 따라 분류된 인스턴스들 간의 상호 연관성

을 <그림 2>에서 시각화로 표현하여 보여준다.

4.3.3 새로운 재난전조정보에 대한 규칙 생성과 매핑

(mapping)

1)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연관규칙 생성과 매핑

도로시설(교량)에 관련된 사례 13건에서는 총 20개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표의 연관규칙

(규칙 A부터 규칙 T)이 생성되고, <표 5>는 소래철교 사

례와 매핑이 되는 연관규칙만을 예시로 보여준다. 이렇게

과거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된 연관규칙들은 연

관규칙 DB에 저장된다.

이상의 4개의 연관규칙들은 기존규칙/사고사례 테이블

에서 매핑(mapping)되는 규칙을 탐색하게 된다. 그 결과

기존규칙의 규칙 A, 규칙 D, 규칙 E, 규칙 N과 매핑 되며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3>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

<그림 3>에서 보여주는 셀 값은 신뢰도 값의 비중을 의

미한다. 신뢰도 값의 비중은 지표별로 생성된 연관규칙의

신뢰도 값을 전체 100%로 볼 때, 해당하는 연관규칙의 신

뢰도 값이 전체의 신뢰도 값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환

산된 값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값(연

관규칙)을 산출하기 위해 신뢰도 비중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신뢰도 값을 계산했던 양산대 앞 교량 받침

대 붕괴(사례 9) 사례의 경우, 이 사례에 대한 연관규칙은

1개만 지정했기 때문에 신뢰도 값의 해당 연관규칙에 대

한 신뢰도 값 비중은 100%이다. 하지만 사례번호 (2) 올

림픽 공원 청룡다리 붕괴의 경우, 지식관리자는 연관규칙

을 두 가지 ① X(다리 노후화 AND 안전관리 소홀 OR 콘

크리트 OR 철근 OR 교량 OR 상판) -> Y(붕괴)와 ② X

(다리 노후화 AND 부실공사 OR 부식균열 OR 콘크리트

OR 철근 OR 교량 OR 상판) -> Y(붕괴)로 선정하였다. 이

런 경우 해당규칙의 신뢰도 값은 각각 ① 0.75와 ② 0.78

이고, 이들의 각각 신뢰도 값 비중은 

① = 49.1%

② = 50.9%로 계산되게 된다.

규칙/사고사례 테이블(rule-document matrix)에서 하나

의 연관규칙의 신뢰도 값 비중을 모두 더하여 열(column)

에 표시한다. 이렇게 값을 계산함으로써 가장 큰 값을 갖

는 연관규칙은 가장 빈번하게 재난으로 연결되는 연관규

칙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J라는 연관

규칙의 경우, 사례 5와 사례 11에 두 사례에 해당하는 연

관규칙이다. 연관규칙 J의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연관규칙 J에 해당하는 열의 값을 다 합하면, 50 + 50

= 100이 된다. 

0.75

0.75 0.78+( )
-------------------------------- 100×

0.78

0.75 0.78+( )
-------------------------------- 100×

표 5. 규칙 A부터 규칙 T에서 매핑 되는 연관규칙 내용

규칙 A: (위험성: 교량 노후화 OR 교각 변형) AND (취약성: 계절성으로 인한 상태악화 AND 부식·균열) OR (물적자원: 콘크리트 OR 철근

     OR 교량 OR 교각) -> 붕괴

규칙 D: (위험성: 교각 변형) AND (취약성: 부식·균열 OR 안전관리소홀) OR (인적자원: 시공자사) OR (물적자원: 교각 OR 콘크리트 

     OR 교량 OR 상판) -> 붕괴

규칙 E: (위험성: 교각 변형) AND (취약성: 부식·균열) OR (인적자원: 시공자사) OR (물적자원: 교각 OR 콘크리트 OR 교량 OR 상판) -> 붕괴

규칙 N: (취약성: 안전관리소홀 OR 계절성으로 인한 상태악화) OR (물적자원: 교각 OR 교량 OR 빔) -> 붕괴

그림 2. 소래철교 관련 온톨로지 분류 상호 연관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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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규칙 J열(column)에 해당하는 값을 모두 합한 후

총 사례 수로 나눈다. 총 13건의 사례이므로, 100/13 = 7.6923....=

7.7의 평균값을 갖게 된다.

2) 주민생활 밀접도: 연관규칙 생성과 매핑

도로시설(교량)에 관련된 사례 13건에서는 총 13개의

주민생활 밀접도에 대한 지표의 연관규칙이 생성되고 이

연관규칙 앞에 문자열 AA부터 시작하여 AM까지 이름을

붙여 표현하여 매핑 되는 연관규칙의 세부내용은 다음

그림 3. 소래철교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규칙 생성 및 매핑된 결과

표 6. 규칙 AA부터 규칙 AM에서 매핑된 규칙의 세부내용

규칙 AC: (대응·조치사항: 통행전면금지) AND (위험성: 교각 변형) AND (취약성: 균열 OR 안전관리소홀) -> 붕괴

규칙 AE: (대응·조치사항: 통행전면금지) AND (위험성: 교각 변형) AND (취약성: 계절성으로 인한 상태악화 OR 과하중) -> 붕괴

규칙 AH: (대응·조치사항: 보강 · 개선) AND (위험성: 교각 변형) AND (취약성: 안전관리 소홀 OR 계절성으로 인한 상태악화 ) -> 붕괴

규칙 AK: (대응·조치사항: 사고경위조사) AND (취약성: 과하중) -> 붕괴

규칙 AM: (대응·조치사항: 사고경위조사) AND (위험성: 작업대 부실 설치) -> 붕괴

그림 4. 소래철교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값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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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같다. 이렇게 과거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된 연관규칙들은 연관규칙 DB(지식베이스)에 주민

생활 밀접도와 관련된 연관규칙으로 구분되어 저장된다.

이상의 5개의 연관규칙들은 기존규칙/사고사례 테이블

에서 매핑(mapping)되는 규칙을 탐색하게 된다. 그 결과

기존 연관규칙들 중 연관규칙 AC, 연관규칙 AE, 연관규

칙 AH, 연관규칙 AK, 연관규칙 AM과 매핑 되며, 시각적

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5>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

분과 같다.

4.3.4 지표 값 산출

1)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50점 만점 기준)

소래철교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점수를 위의

계산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연관규칙 20개 중에서 소래철

교 재난전조정보에서 생성되는 연관규칙들과 매핑 되는

연관규칙은 연관규칙 A, 연관규칙 D, 연관규칙 E, 연관규

칙 N으로 이들 각각의 연관규칙 가중치 평균값을 구하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가중치 평균을 반영하는 이유는

연관규칙 중에서도 빈도수가 높은 연관규칙일수록 크고

작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리

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이다. 이는 가중치 평균 또는 가중

이동평균(Weighted Moving Average) 기법은 빈도가 높은

규칙일수록 가중치를 더 크게 주는 방법을 활용하여 적용

한 것이다(이영재, 2009).

예로, 소래철교와 매핑 되는 연관규칙 A의 가중치 평균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1) 매핑 되는 연관규칙 가중치 평균값 구하기

 - 연관규칙 A의 

A
A 

= = = 7.7

 - 연관규칙 A의 

W
A 

= = = 0.04

 - 연관규칙 A의 

WA
A 

= A
A

+ A
A
*W

A
= A

A
*(1+W

A
) = 7.7*(1+0.04) = 8.0

(2)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점수(50점)로 환산하기

소래철교와 매핑 되는 연관규칙의 가중치 평균값의 합

= (연관규칙 A의 가중치 평균값(8.0) + 연관규칙 D의 가

중치 평균값(4.1) + 연관규칙 E의 가중치 평균값(3.9) + 연

관규칙 N의 가중치 평균값(8.0)) * 50/100 = 24.1 * (50/100) =

12.04점이다. 

이런 방식으로 구해진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50점을 만점으로 기준했을 때, 12.04점으로 계산된다. 또

한, <그림 4>의 하단의 연관규칙 비중은 소래철교와 매핑

되는 4개의 연관규칙 A, 연관규칙 D, 연관규칙 E, 연관규

칙 N의 각각의 가중치 평균값의 전체 가중치 평균값 합

의 비중을 의미한다. 가령, 연관규칙 A의 경우 해당 가중

치 평균값은 8.0이고 4개의 연관규칙의 가중치 평균값의

합은 24.1이기 때문에 연관규칙 A의 가중치 평균값의 전

체 가중치 평균값의 합에 대한 비중은 (8.0/24.1) * 100 =

 

연관규칙 A의 신뢰도 비중

전체사례건수

100

13
---------

 

연관규칙 A의 신뢰도 비중

전체사례건수

1

23
------

그림 5. 소래철교의 주민생활 밀접도 값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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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 도출이 되며, 다른 나머지 3개의 연관규칙에 대해

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입력되게 된다. 이들 연

관 규칙의 가중치 평균값 비중은 이후 의사결정을 지원하

기 위한 판단근거 자료에 포함하기 위해 구하는 값들이다.

그 바로 아래의 소래철교 연관성은 연관규칙들 중 매핑

되는 연관규칙들인 경우에 ‘O’와 같은 표시를 함으로써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2) 주민생활 밀접도(15점 만점 기준) 

소래철교의 주민생활 밀접도 점수를 위의 계산방법으

로 계산해 보면, 연관 규칙 13개 중에서 소래철교 재난전

조정보에서 생성되는 연관규칙들과 매핑 되는 연관규칙

은 연관규칙 AC, 연관규칙 AE, 연관규칙 AH, 연관규칙

AK, 연관규칙 AM으로 이들 각각의 연관규칙 가중치 평

균값을 구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소래철교와 매핑

되는 연관규칙의 하나인 AC 가중치 평균값을 다음과 같

이 구한다. 

(1) 매핑 되는 연관규칙 가중치 평균값 구하기

- 연관규칙 AC의

A
AC 

= = = 10.2

- 연관규칙 AC의

W
AC 

= = = 0.11

- 연관규칙 AC의

 WA
AC 

= A
AC

+A
AC

*W
AC

=A
AC

*(1+W
AC

) = 10.2*(1+0.11) = 11.2

(2) 주민생활 밀접도 점수(15점)로 환산하기

소래철교와 매핑 되는 연관규칙의 가중치 평균값의 합

= (연관규칙 AC의 가중치 평균값(11.2) + 연관규칙 AE의 가

중치 평균값(4.8) + 연관규칙 AH의 가중치 평균값(8.1) + 연

관규칙 AK의 가중치 평균 값(19.0) + 연관규칙 AM의 가중

치 평균값(11.1)) * 15/100= 54.2 * (15/100) = 8.13점이다. 

이런 방식으로 구해진 주민생활 밀접도는 15점을 만점

으로 기준했을 때, 8.13점으로 계산된다.

또한, <그림 5>의 하단의 연관규칙 비중은 소래철교와

매핑 되는 5개의 연관규칙 AC, 연관규칙 AE, 연관규칙

AH, 연관규칙 AK, 연관규칙 AM의 각각의 가중치 평균

값의 전체 가중치 평균값 합의 비중을 의미한다. 가령, 연

관규칙 AC의 경우 해당 가중치 평균값은 11.2이고 5개의

연관규칙의 가중치 평균값의 합은 54.2이기 때문에 연관

규칙 AC의 가중치 평균값의 전체 가중치 평균값의 합에

대한 비중은 (11.2/54.2) * 100 = 21%로 도출이 되며, 다른

나머지 4개의 연관규칙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

산되어 입력되게 된다.

3) 인명피해가능성(20점 만점 기준) 

인명피해 가능성은 과거 해당시설물, 건축물 및 공사장

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사고 사례에서 산출되는 인명피

해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 이때 사망피해 산출 기준(예,

사망 2명 이하는 3점, 사망 50명 초과는 15점 등)과 부상

피해 산출 기준(부상자 1명은 1점, 부상자 20명 초과는 5

점)을 마련한다.

소래철교와 매핑이 되는 규칙이 있는 사례의 인명피해

를 평균한 후 그 값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

산하게 된다. 소래철교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은 20점 만

점기준으로 8.0점이다. 관련 과거사고 사례의 인명피해는

사망자 2 명으로 3점, 부상자 48명으로 5점이 부여되게

된다. 부상자 48명은 사례5(4명), 사례8(182명), 사례11(5

명), 사례13(2명)에 대한 평균값이다.

4) 사회적 파급효과(15점 만점 기준) 

사회적 파급효과는 재난전조 발생빈도 즉 언론, 여론

등 다수의 정보매체에서 크게 이슈화될 사고여부에 대한

것과 재산피해 예상액에 따라 결정된다. 재난전조 발생빈

도는 재난전조 자료원(source) 개수에 따라 점수가 정해진

다. 여기서 재난전조 자료원은 앞서 언급했던 대로 민원,

언론자료, 내부 보고 자료로 구분되며 예를 들어, 언론자

료에서 10건의 자료가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자

료원이기 때문에 1개로 취급한다. 기준은 1개일 때 5점, 3

개 이상일 때는 10점으로 한다. 재산피해 예상액은 해당

연관규칙과 매핑된 사례들의 재산피해액 평균으로 하며

기준을 마련하다(5천만 원 이하 1점, 10억 원 이상 5점).

소래철교 재난전조정보 수집매체를 파악하고, 소래철

교와 매핑이 되는 규칙이 있는 사례의 재산피해액를 평균

한 후, 그 값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소래철교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15점 만점 기준)는

13.0 점이다. 구체적으로 소래철교 붕괴 위험에 대한 전조

자료는 8점(매체수 2개: 언론보도, 민원)이며 재산피해 예

상액은 5점(10억 원 이상)이다.

5) 가중치(15점 내외) 

가중치는 재난정보로 판단한 실무자의 가중치 점수로

서 템플리트나 문서화된 정보로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

 

연관규칙 AC의 신뢰도 비중

전체사례건수

132

13
---------

 

연관규칙 AC등장 빈도수

전체연관규칙들의 빈도수

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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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가 안전조치의 시급성, 계절성, 국민 정서, 적시성 등

을 고려하여 15점 이내에서 반영하는 주관적인 점수(하일

경우 5점, 상일 경우 15점)이다.

소래철교와 관련된 전조정보들을 본 후 실무자의 경험

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가산점이다. 소래철

교 경우 가중치는 15점(실무자의 판단: 상) 이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표에 의해 계산된

소래철교의 인명피해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가중치가

계산되어 산출결과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4.3.5 위험등급 제시 

재난전조정보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주민생활 밀접도, 인명피해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가

중치의 값들을 더한 지표 값에 따라 A(심각), B(경계), C

(주의), D(관심), E(관망) 등급을 제시하게 된다(표 7 참조).

앞서 각 지표별로 계산된 소래철교 재난전조정보에 대

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12.04), 주민생활 밀접

도(8.13), 인명피해 가능성(8.00), 사회적 파급효과13), 가

중치의 값(15)들을 더한 지표 값은 56.17점이다. 이 점수

는 D(관심) 40초과 ~ 60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래철

교의 위험등급은 D(관심)로 제시하게 된다.

4.4 재난전조정보 기반 의사결정

4.4.1 재난전조지표 값 산출에 따른 판단근거

재난전조정보의 각 지표별 매칭된 연관규칙으로 판단

근거 내용이 구성된다. 특히, 세부 판단근거 내용은 재난

전조정보와 매칭된 연관규칙, 해당 과거사고 사례이름,

해당 연관규칙 비중이 출력된다.

4.4.2 재난전조지표 값에 대한 실무자의 판단의견

시스템으로 재난전조지표 값에 대한 판단근거가 도출

이 되면 지식관리자가 생성 및 선정한 연관규칙들과 실무

자가 직접 입력한 판단의견이 반영되고 출력된다. 이런

작업을 통해 실제 시스템에서 추출해 내는 연관규칙과 비

교함으로써 정확도를 수정 및 보완해 나갈 수 있고, 미처

자동으로 추출해 내지 못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4.3 대응·조치사항

재난전조정보에 대한 종합의견과 함께 이에 대한 재난

전조자료와 관련된 재난전조 분류체계에서 대응·조치사

항을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대응·조치사항을 사전에

취하게 되면 예방조치 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 위험성에는 교량변형, 교각변형이 있고, 취약성에는 계절성으로 

인한 상태악화, 부식, 균열, 안전관리 소홀이 있다. 이와 관련된 사

례는 정림교 붕괴, 창선교 붕괴, 충북선 교량 붕괴사고가 있다.

- A 연관규칙인 교량변형, 교각변형, 계절성으로 인한 상태악화, 

부식, 균열인 경우 사례 1인 정림교 붕괴와 33% 연관성이 있다.

그림 6. 소래철교의 인명피해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가중치 산출결과

표 7. 재난전조지표 값 및 위험등급

등급 A(심각) B(경계) C(주의) D(관심) E(관망)

점수
90C초과-

100이하

75초과-

90이하

60초과-

75이하

40초과-

60이하
4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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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다.

소래철교에 적용 가능한 대응조치사항은 첫째, 붕괴된

교량철거 및 인도용 가교건설, 둘째, 중소형 차량통제 및

주민 교통수단 지원, 셋째, 긴급복구 실시 및 임시가설 도

로개설이다.

5. 연구결론

재난전조정보 관리체계 연구 목표는 인적재난전조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해서 재난전조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바

탕으로 위험등급 및 사전예방조치를 제시할 수 있는 의사

결정체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교통 및 화재를 제외한 인적재난 분야에 한

정하여 다양한 재난전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료

에 대한 위험등급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전조 정의, 재난전조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분

류체계, 재난전조정보 위험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알고리즘, 대응·조치사항을 포함한 권고사항 등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것들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

지 기법은 기본요소들의 분류 및 3계층 속성 분류만을 도

입하였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는 용어의 빈도수 분석

및 신뢰도 계산 부분을 도입하여 연관성 규칙의 기본구조

를 밝혀냈다. 그리고 과거재난사고사례에서 이 기본구조

에 의하여 연관성 규칙을 생성하여 새로운 재난전조정보

와 비교하여 위험등급을 추론하는 사례기반 추론기법을

적용하였다.

최근 재난이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혹은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유발

되며, 단일 재난이기 보다는 복합적인 재난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

는 문제와 함께 선제적으로 재난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재난전조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재난의 전조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에 발맞추어 신속히 대응하여 위기를 넘긴다면 인적재난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재난전조정보에 관하여 의사결

정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

식을 제공하여 주는 지능적 의사결정지원 체계(Intelligent

DSS)를 구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매체의 발달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재난전조정보들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이런 신속한 의사결정

을 통해 인적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한데 사람

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즉,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양하

고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이 요구될 때 개인의 문제해

결능력은 제한되며, 이것은 재난전조는 다양한 정보에 대

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제한점이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톨로지, 텍스트 마

이닝 그리고 사례기반 추론을 통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광대한 양의 기초자료와 구체자료를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생성해서 의사결정자에게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하고 전문가 수준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

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향후 연구와 보완을 통해 진행해

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지능적 의

사결정지원시스템을 설계하여 구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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