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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MERS, 세월호 참사, 경주 지진, 충북 제천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규모의 자연 및 인적 

재난의 발생으로 사람들은 심리적인 불안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가 복잡해

지고 도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 및 인적 재난이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사회전반에서 다양하게 발

생하고 있다. 이에 재난 발생 빈도도 잦아짐에 따라 

피해는 더해가고 시민들은 사회 안전에 대해 더욱 

더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방

재 능력을 증진시켜야 하고 각 개인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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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natural disasters are increasing due to the unusual weather and the modern society is getting

complicated, the rapid change of the urban environment has increased human disasters. Thus, citizens

are becoming more anxious about social safety. The importance of preparation for safety has been

suggested by providing the disaster safety services such as regional safety index, life safety map, and

disaster safety portal appli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pplication framework to predict the urban

safety index based on user's location with realtime weather/atmosphere data after creating a predication

model based on the machine learning using number of occurrence cases and weather/atmosphere history

data. Also, we implement an application to provide traffic safety index with executing preprocessing

occurrence cases of traffic and weather/atmosphere data. The existing regional safety index, which is

displayed on the Si-gun-gu area, has been mainly utilized to establish safety plans for districts vulnerable

to national policies on safety. The proposed system has an advantage to service useful information to

citizens by providing urban safety index based on location of interests and current position with realtime

rela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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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난 문자 알림서비스 및 재난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웹 버전의 생활안전 지도 서비

스를 제공하여 치안, 교통, 재난, 맞춤안전 등과 같은 

생활 주변의 안전 정보를 등급화하여 구분하고 해당 

지역의 위험 정도를 표시해 준다. 국립재난안전연구

원에서는 국민이 재난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트위터 

등의 SNS 정보를 분석하는 스마트 빅보드를 구축하

여 실시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현재의 재난 상항을 

모니터링 및 분석/대응하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1,2,3].

또한, 정부에서는 전국 시도, 시군구의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7개 안전 

분야별로 지역안전지수(Regional Safety Index :

RSI)를 제공한다[4]. 이러한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의 

시군구 기반으로 안전등급을 표시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과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계획을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좀 더 좁은 영역인 사용자 위치 기반에서 안전에 대

한 정보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다[5,6]. 또한,

요즈음 빅데이터[7,8]와 SNS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

율적인 재난 관리의 중요성[9,10]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

한 예측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관심 및 현재 위치

를 기준으로 실시간 기상/대기 데이터를 가지고 도

시안전지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

고 교통 데이터를 예로 하여 시스템을 구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도시안전과 기상

과의 관계에 대한 관련연구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도시안전서비스 시스템의 설계, 데이터 수집 정보 및 

사전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교통 데이

터를 예로 하여 모델생성 및 분석과 시스템 구현 및 

서비스 기능을 제시한다.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로 마무리 한다.

2. 관련 연구

2.1 지역안전지수

국민안전처는 2015년 11월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8조항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 시

군구의 7개 분야에서 지역안전지수(Regional Safety

Index : RSI)를 개발 및 공표하였다[4]. 교통, 화재,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범죄, 자연재해 등 7개 분야 

별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1에서 5등급으로 등급화 하여 지역안전

지수를 개발하였다.

안전지수는 “100-위험도”로 계산하고 “위험도 =

위해지표 + 취약지표 - 경감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위해 지표는 사망자와 발생건수와 관련 있는 데이터

를 지표로 선정하였고 화재, 교통,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의 경우 치사율, 범죄 경우 5번째까지의 강력 

범죄의 수, 안전사고의 경우는 발생수, 자살의 경우 

자살수가 포함되고 있다. 취약지표는 위해를 가중시

키는 취약요인으로 각 분야별로 교통사고의 경우 재

난약자수, 기초수급자수, 의료보장사업장수, 자동차

등록대수 등이 포함되며, 경감지표는 위해를 감소시

키는 경감요인으로 교통의 경우 의료기관수, 인구밀

도, 노인인구수, 구조구급대원수 등이 포함된다. 이

러한 지역안전지수는 전국 지자체 분야별로 안전수

준정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어 도시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안전 환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

초자료와 정책 계획에 활용하게 된다.

개발한 지역안전지수는 국가 관점의 시군구의 넓

은 범위에서 안전등급을 제시하는 평가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역안전지수를 기본으로 하여 

예측모델을 생성한 후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사용

자 위치 기반에서 안전 지수를 제공하는 방법에 초점

을 둔다.

2.2 도시안전과 기상과의 관계

교통, 범죄, 자연재해, 화재 등의 안전 분야에서 기

상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통의 

경우, 강수량이 높을수록, 태양광이 가장 많이 비치

는 여름철, 안개가 많이 끼는 날 등이 교통사고 발생

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11].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동별에서 도로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연

관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기상요인의 영향 정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유무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 남대로 및 해운대로 교통사고 발생 자료와 지역

별 상세 기상 관측자료, 즉 시간당 강수량, 강수유무,

기온, 풍속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강수유무와 

기온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

되었다[12]. 또한, 실시간 강수량을 활용하여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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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침수 가능한 도로를 미리 알려서 사전에 고립을 

방지할 수 있는 도로별 침수 위험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13].

온도, 습도, 기압, 강수량 등의 날씨는 개인의 감정,

정서 상태에 영향을 줌으로써 범죄의 발생에도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5대 강력 

범죄의 경우, 날씨가 범죄 발생 영향을 미치는지, 요

일에 따라 범죄발생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대인범죄와 최저기온이, 절도와 일사량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폭력범죄

는 요일특성 뿐 만 아니라, 최저기온이 높을수록 발

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일이 주

말보다 범죄 발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

3. 도시안전서비스 시스템 설계

3.1 도시안전서비스 모델 설계

Fig. 1은 재난 관련 데이터 및 기상 데이터를 수집

하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고, Open-API로 

제공하는 기상, 미세먼지, 발생건수, 인구통계 등의 

공공 데이터와 연계시켜 빅 데이터 기반의 도시안전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성도이다.

빅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재난 관련 데이터를 조사

하여 수집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데이터는 

기상, 미세먼지, 해당 안전 분야별 발생 건수 및 재난 

자료를 비롯하여 실시간으로 SNS 데이터 및 관련 

정보는 파일 수집 또는 Open-API를 이용하여 연계 

및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분석

할 수 있도록 결측치 및 이상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가공 처리한다. 그리고 분석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관련데이터를 조합한 후 데이터 군집 및 분류 분석을 

수행하여 연관성이 높은 변수를 추출하여 분석모델

을 구축한다.

이러한 생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실시간 기상/대기 

데이터를 적용하여 웹/모바일에 관심 위치에 따라 

안전 분야별로 위험 등급이 지도 기반에서 표출된다.

3.2 데이터 수집 

Table 1은 기상, 대기 데이터 수집 사이트와 안전

분야 중에서 교통, 범죄, 감염, 화재별로 수집 가능한 

데이터와 관련 사이트 정보이다.

3.2 데이터 사전 처리

기상/대기 데이터와 지역안전지수 데이터를 가지

고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Fig. 1. Urban safety service mode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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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데이터 사전처리를 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예로써, 교통관련 발생건수와 기상/대기 데이

터를 조합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Fig. 2는 교통 발생

건수와 기상/대기 데이터 간의 조합을 위한 입력 및 

참조 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는 동코드 

참조 데이터, (b)는 기상 관측지점 참조 데이터, (c)는 

대기 입력 데이터, (d)는 대기 관측지점 참조 데이터,

(e)는 기상 입력데이터, (f)는 위치별 발생건수 기상/

대기 데이터, (g)는 구 영역별 발생건수 기상/대기 

데이터와 조합된 데이터이고, (f)와 (g)의 음영부분

은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기상/대기 데이터와 조합된 

데이터이다. 따라서 조합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면 

동별, 위치별로 해당 기상/대기 데이터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

3.3 지역안전지수와 기상/대기 간의 모델 분석

머신러닝의 분류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국가 지역

안전지수와 기상/대기 데이터와의 높은 관련성이 있

는 변수를 추출하여 예측 모델을 생성한다. 5년간

(2102년∼2016년) 구별 기상/대기 데이터 1,140건을 

Table 1. Data collection information

Type Data Collection Sites

Weather

Temperture, Rainfall,

Windspeed, Humidity,

Winddirect, Typoon,

Earthquake, Tsunami,

Weather Index

Weather Data Portal (synoptic and prevention weather),

: https://data.kma.go.kr

API : http://data.kma.go.kr/cmmn/main.do

Public Data Open,  

https://web.kma.go.kr/info_open/public_data/request.jsp

Atmosphere
SO2, CO, O3, NO2, Fine

dust(PM10, PM25)

Air Korea, http://www.airkorea.or.kr

Busan Metropolitan City, http://heis.busan.go.kr/

Transportation

Occurrence number, death

injuries, serious injuries,

slight injuries, wound

reporter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http://taas.koroad.or.kr

Incidence area and location

of death
Dangerous Raod Prediction System, http://taas.koroad.or.kr

traffic accidents along

roads
Death Traffic Accident Information, http://data.go.kr

Crime
Occurrence according to

cases of crime

National Police Crime Statistics,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7

Infection

Infection, patients, number

of days, number of

demands, medical

treatment cost, insurer's

impact fee

Heath Medical Big Data Openc System, http://opendata.hira.or.kr

Infection Web Statistic System,

http://is.cdc.go.kr/dstat/jsp/stat/stat0101.jsp

Fire

Occurrence cause,

occurrence number, death

injuries, slightly injuries,

wound injuries, damage

estimates

Public Data Portal, https://www.data.go.kr

Occurrence number of

electrical fire, building

information

National Fire Information System, http://www.nfds.go.kr

Related Sites

Government Code Management System : http://www.code.go.kr,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http://kostat.go.kr  http://www.nso.go.kr, http://kosis.nso.go.kr,

Disaster Safety Portal : http://www.safekorea.go.kr

Life Safety Map : http://www.safemap.go.kr, Region Safety Index: http://www.mp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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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지역안전지수와 기상/대기간의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추출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항로지

스틱회귀분석, 의사결정트리, Support Vector Machine

(SVM), 신경망 등 R 언어 기반 머신러닝 분류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예측모델을 생성하였다. 모델의 예

측 확률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의 80%를 

모델생성을 위한 트레인 데이터로, 20%를 테스트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기상데이터 속성은 온도,

최고온도, 최저온도, 풍속, 풍향, 강우량, 미세먼지,

습도 등이다.

Table 2는 기상/대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안전

분야별로 추출한 관련이 높은 변수와 테스트 데이터

로 모델을 테스트한 예측확률을 표시한 것이다. 예측 

확률이 대부분 50% 이하인 것은 안전지수를 예측하

기 위해서는 기상데이터 뿐 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관련 데이터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 시스템 구현

4.1 구현환경 및 구성도

Fig. 3은 공공 빅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발생건수,

기상/대기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R 분석 툴을 이

용하여 생성한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실시간 기상/

대기 데이터에 적용하여 안전 지수를 제공하는 시스

템 환경 및 구현도를 상세하게 표시한 것이다. 구현

Fig. 2. Data Structure. (a) Dong code (b) Atmosphere reference (c) Atmosphere data  (d) Weather reference (e) 

Weather data (f) Merged occurrence data for location with weather and atmosphere  data (g) Merged occur-

rence data for area with weather and atmosphere.

Table 2. Weather/Atmosphere related analysis result

Type Related Factors
Multi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
SVM

Neural

Network

Fire
Temperature, Wind speed, Fine

dust, Humidity, Wind direction
37% 38% 42% 33%

Transportation

Temperature, High temperature,

Rainfall, Wind speed, Wind

direction, Fine dust, Humidity

34% 34% 45% 40%

Crime
Temperature, High temperature,

Humidity
28% 27% 30% 29%

Safety Accident
Temperature, Rainfall, Fine dust,

Humidity, Wind speed
30% 23% 36% 28%

Suicide
High temperature, Fine dust, Wind

speed, Humidity
35% 43% 40% 29%

Infection
Low temperature, High temperature,

Wind speed, Fine dust, Humidity
31% 36% 39% 29%

Natural Disaster
Low temperature, Wind speed,

Rainfall, Humidity
30% 27% 3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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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웹 서버는 ExpressJS, 클라이언트는 React

JS, 수집과 웹서비스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해 Node,

Javascript 언어, 데이터베이스는 MongoDB, MySQL

을 사용한다. 웹 서버는 MySQL 데이터베이스와 연

결하여 사용자 로그인, 프로필 등을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과 MongoDB와 연결하여 안전분야

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으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로그인 및 사용 환경 설정 등의 정보를 

요청하면 서비스 서버에서 MySql에 저장된 데이터

와 연결하여 응답한다(단계1∼단계2). 사용자가 지

도기반에서 안전지수, 재난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공

공데이터 REST 서버에서 Mongo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실시간 기상/대기 데이터 및 관련정보를 

가져와서(단계3∼단계5) 지도기반의 도시안전지수 

및 트윗 정보를 응답받게 된다(단계6∼단계7).

4.2 교통 예측 모델 분석 

Fig. 2의 사전 처리에서 수행한 기상/대기 데이터

와 조합한 구별 발생건수 데이터를 가지고 R 언어를 

사용하여 교통에 대한 안전지수 예측 모델을 생성한 

후 결과를 제시한다. 독립변수는 각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간의 상관성이 높은 변수로 선정한다. 머신러닝

기법의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전지수를 예측

할 때 종속변수는 구별 지역안전지수로 설정한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기상/대기와의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속성은 시도, 년도,

교통지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온도, 최고

온도, 최저온도, 풍속, 풍향, 강우량, 미세먼지, 습도 

등이다. 교통사고 분석 모델에 영향력이 높다고 추출

된 속성은 발생건수, 사망건수, 사상자수, 온도, 최고

온도, 강우량, 풍속, 풍향, 습도 등이다. Table 4는 예

측확률이 가장 높은 SVM 모델에 대한 실제값과 예

 Fig. 3. System implementation environment and structure.

Table 3. Traffic Occurrence Analysis Result

Algorithm
Predication

Rate

Multi Logistic Regression 36%

Decision Tree 41%

Support Vector Machine(SVM) 54%

Neural Network 37%

Table 4. Predicated Values of SVM Model

Predicated Value

Actual

Value
1 2 3 4 5

1 6 10 2 2 0

2 0 36 15 8 0

3 1 9 48 16 0

4 0 11 10 32 0

5 0 2 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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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한 값의 카운트를 표시한 것이다.

4.3 서비스 기능

4.3.1 검색 화면

Fig. 4(a)는 키워드로 원하는 위치를 검색하는 화

면이고 Fig. 4(b)는 검색한 위치의 실시간 날씨정보

를 보여준다. Fig. 4(c)는 해당 위치에서 올라오고 있

는 트윗 내용을 표시하는 화면이다.

4.3.2 교통안전지수 시나리오

안전 분야들 중에서 교통 데이터를 예로 하여 교

통 안전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

시한다. 교통안전지수는 기본안전지수점수, 사망위

치점수, 실시간 도로 상황점수로 구성하여 점수화하

여 지수로 등급화 한다. 기본안전지수는 국가 지역안

전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머신러닝의 분류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생성한 예측모델에서 실시간 기상/대

기 데이터를 적용하여 추출한다. 기본 안전지수는 1

에서 5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이 안전한 것이고 수치

가 높을수록 좀 더 위험한 것으로 한다.

교통안전점수 =기본안전지수점수 - 사망위치점

수 + 실시간 도로상황점수

예측으로 추출된 기본안전지수 등급이 1일 경우 

100점, 2일 경우 80점, 3일 경우 60점, 4일 경우 40점,

5일 경우 20점으로 환산한다. 사망위치 점수는 근처 

50 미터 내에 사망위치가 존재할 경우 10점을 감점한

다. 실시간 도로 상황점수는 네이버 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한다. 도로정보가 원활일 경우 20점을 더하고,

혼잡일 경우 10점을 감점하고, 복잡일 경우 30점을 

감점하는 것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계산된 교통

안전점수는 80점 초과 100점 이하는 안전지수 1등급,

60점 초과 80점 이하는 안전지수 2등급, 40점 초과 

60점 이하는 안전지수 3등급, 20점 초과 40점 이하는 

안전지수 4등급, 20점 이하는 안전지수 5등급으로 한

다. 안전지수 등급이 낮을수록 안전성이 높아 더 안

전하다는 의미가 된다. 즉, 1등급에 가까울수록 사고

발생 건수가 적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예측된 기본안전지수 등급이 3, 현재위

치기준 반경 50미터 내에 사망위치가 존재하고, 실시

간 도로 상황이 원활할 경우, 예측 교통 안전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지수화 된다. 기본안전점수가 

안전지수 등급이 3이라서 60점, 사망위치점수가 -10,

실시간 도로 상황점수는 원활이라서 20점을 더하면 

교통안전점수는 70점이 되고 교통안전지수 등급은 

2로 된다. 즉, 기본 안전지수 등급이 3이었지만 사망

위치점수와 실시간 도로상황점수가 고려되어서 안

전지수 등급이 2로 되어 좀 더 안전한 등급으로 전환

된 것이다.

4.3.3 도시안전분석 화면

분석화면은 시군구별로 기존 지역안전지수를 검

색하고(Fig. 5(a), 5(b)) 안전분야별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 기준으로 도시안전 지수를 지도에 표출하기 

위해 레이어를 선택하는 화면이다(Fig. 5(c)). 도시안

전지수는 이전 발생건수 이력 데이터로 머신러닝 방

(a) (b) (c)

Fig. 4. Searching Shot. (a) Location search, (b) Realtime weather/fine dust information (c) twee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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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하여 생성한 예측 모델로 실시간 기상/대

기 데이터를 적용하여 안전지수 등급을 표출한 것이

다(Fig. 5(d)). 교통을 대상으로 4.3.2절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수화한 것이다. (Fig. 5(e))는 구별 교통

사고 기록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5. 결  론

기존 지역안전지수는 넓은 범위인 시도 및 시군구

별로 지역 안전지수를 제공하여 국가 안전사고 절감 

및 시책방향 설정에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에게 현재 상황을 고려한 안전 지수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지역안전지수를 종속

변수로 두고, 발생건수 및 통계 데이터, 기상/대기 등

의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의 분류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기본 도시안전지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

하였다. 사용자 위치 및 관심위치에 따라 실시간 기

상/대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안전 분야별로 안전등급

을 표출하는 도시안전 서비스 모델 설계와 기본 구현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두었고 교통안전지수 시나리

오를 바탕으로 교통안전등급을 표출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각 안전분야별로 데이터 수집에 대한 기본 

플랫폼 제공이 빈약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 모델 생성이 어려운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

서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통분야 뿐 만 아니라 

각 안전 분야별로 실시간 기반의 안전지수 예측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는 위치별 안전지수 제

공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일정한 시간 단위의 기상/

(a) (b) (c)

(d) (e)

Fig. 5. Screen shot. (a) RSI expression, (b) Grade by gu area (c) Location Selection (d) Urban Safe Index expression, 

(e) Deta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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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데이터로 동별로 안전 지수를 제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전등급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적용할 안전 분야 확대 및 실시간 트윗 데이터 

수집에 대한 증가를 처리하기 위해 병렬처리 방식의 

하둡시스템 기반으로 시스템 구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전분야별로 SNS 데이터 분석하여 도

시안전지수에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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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007년 연구재단 국내 

Post Doc. 연수과정

2017년～현재 앤시정보기술(주) 기술연구소(기술이사)

관심분야 : 빅데이터분석, 모니터링시스템, 공간데이터

분석, 스마트 공장

서 영 원

2015년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

공학과(학사)

2017년～부산대학교 ICT융합학

과(석사과정)

2016년～2017년 UXIS(주) 근무

(대리)

2017년～현재 앤시정보기술(주) 기술연구소(주임)

관심분야 : 머신러닝, 딥러닝, 모니터링시스템, 자연어처리

전 태 건

2011년 부경대학교 정보공학과 

(박사)

2001년～2006년 창신대학교 전임

강사

2011년～현재  앤시정보기술(주)

기술연구소(소장)

관심분야 :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시스템, 스마트 공장,

빅데이터분석

김 창 수

1991년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1992년～현재 부경대학교 IT 융

합응용공학과 교수

2016년～현재 부경대학교 산학협

력단장

2013년～2014년 U. of Colorado 방문교수

관심분야 : 운영체제, 재난안전, 방재IT, 위치기반 GIS,

빅데이터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