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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내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연이어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150회 이상 지속적

으로 발생하였다[1]. 지진 발생과 동시에 국민안전

처에서는 CBS(Cell Broadcasting System)를 이용

하여 기지국 기반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다[2]. 

CBS는 기지국 기반 서비스이므로 전원 공급에 문

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용 배터리를 가지

고 있다. 각 기지국의 비상용 배터리는 3~6 시간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기지국이 파손될 경

우에는 재난 문자 발송 및 개인 단말기의 통신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3].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

시에도 기지국 파괴로 인해 이동통신이 가장 빨리 

마비되었지만, 국가 기관의 무전 통신 체계는 긴급 

복구하여 사용이 가능하였다[4]. 따라서, 해당 재난 

지역에 있는 통신 불능 상태의 개인 단말에 재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재난 상황에서 개인 스마트 단말을 이용한 근거

리 통신방법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초토화 

상황에서 기지국 없는 근거리 통신을 위해 스마트

폰 간에 Wi-Fi 다이렉트를 이용한 방식이 제안되었

다[5]. Wi-Fi 다이렉트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

능한 장점이 있지만, 연결하고자 하는 상호 기기 간

에 오너와 피어를 결정한 후에만 통신이 가능하므

로 신속한 데이터 전송과 다중 기기 간 데이터 전

송이 어렵다. 통신 불능 시 Wi-Fi 애드혹 네트워크

를 이용하는 Serval 프로젝트도 있다[6]. Wi-Fi를 

통한 일대일 통신을 이용하므로 대용량 음성통화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AP 사용이 불가

능한 경우 핫스팟(HotSpot)을 이용해야 하므로 배

터리의 전력 손실이 크다. 기존 연구들은 Wi-Fi를 

이용한 근거리 재난 통신 방식으로 배터리 사용량

이 많고, 재난 방송 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실시간 재난 상황을 갱신 받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 불능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하게 현재 위치한 지역의 재난 상황을 전달하

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음향 시스템을 통한 

재난 경보 전달을 위해 초음파 대역에 진폭 천이 

변조 기법을 사용하였다. 변조 성능은 초당 720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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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전송할 수 있으며, 10-3 이하의 비트 에러율을 

갖는다. 음향 시스템의 음영 지역을 위해 블루투스 

광고모드를 이용한 애드혹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애드혹 네트워크는 각 노드 간 최대 25m 까지 지

원되며 다수의 노드가 연결될 경우 더 먼 거리까지 

재난 경보를 전달 할 수 있다. 다수의 노드가 연결

될 경우 블루투스 광고 발송 주기를 조절하여 배터

리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재난 경보 시스템의 필

요성과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각각의 구성요소가 갖는 데이터 전송 방식과 세부

적인 내용을 다룬다. 4장에서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

을  평가하고, 5장에서 최종 결론을 맺는다.

그림 1. 재난 경보 시스템 개요

Fig. 1. Overview of the disaster warning system

Ⅱ. 재난 경보 시스템 구성

기지국이 파괴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개인용 

스마트 단말까지 재난 경보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

이 사라지게 된다. 이때 비상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나 행정망 무전 시스템은 빠른 복

구가 가능하지만 이동통신 시스템은 기지국 기반시

설을 정비할 때까지 복구가 어렵다. 따라서 재난 상

황 시에 공공기관의 지역 내 재난 경보를 개인용 

스마트 단말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 내 재난 경보 시스

템의 개념은 그림 1과 같다. 지역 내 사이렌 또는 

건물 내/외부의 전관 방송 스피커 시스템으로 변조

된 초음파를 출력한다. 이때 스마트 단말은 마이크

를 통해 소리 신호를 획득하고 이를 복조하여 블루

투스를 통해 발신하게 된다. 이때 블루투스 광고 채

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동시에 수신하

면서 주변 스마트 단말과의 애드혹 네트워크를 형

성 하게 된다. 애드혹이 형성된 상태에서 새로운 재

난 경보를 다른 노드에서 수신할 경우 이를 다시 

갱신하여 발송함으로써 신속한 재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Ⅲ. 데이터 전송 방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재난 시스템의 데이터 전

송 방식은 2가지로 구성 되어있다. 

첫째, 초음파 대역의 변조를 통한 데이터 전송방

식을 사용하고 있다. 초음파 변조에 사용된 주파수 

대역은 18kHz ~ 20kHz로 가청 주파수 대역에 포

함되지만 사람이 듣지 못하여 데이터 변조 대역으

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분의 개인 스마트 

기기의 하드웨어 성능이 44.1/48kHz 샘플링 비율

을 지원하므로 22/24kHz의 주파수까지 입출력이 

가능하다.

둘째, 블루투스를 이용한 애드혹 네트워크를 사

용한다. 블루투스 4.0 출시 이후 저전력 광고 방송

이 가능하게 되었고, 안드로이드 5.0 버전부터 스마

트기기 자체가 비콘과 같이 방송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블루투스 페어링 방식

이 아닌 블루투스 광고 모드와 스캔을 이용한 애드

혹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해졌다.

1. 초음파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초음파 변조에 진폭 천이 변조(Amplitude Shift 

Keying)를 사용하였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온오프 변조(On-off Keying)를 적용하였다. 온오프 

변조는 반송 주파수(Carrier Frequency)를 데이터 

비트에 따라 On/Off 한다고 하여 온오프 변조라고 

불리며, 변조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저속 데이터 전

송에 적합하다. 하지만 노이즈에 취약한 단점이 있

지만, 실제 초음파 대역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상

대적으로 적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7]. 

그림 2와 같이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을 받아와  

18~20kHz 주파수 대역을  온오프 변조하였다. 데

이터 전송 성능을 위해 24개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1회 24bit씩 초당 30회 전송하여 720bit/s의 전송

속도를 구현하였다. 최종 변조된 데이터는 외부 오

디오 데이터와 합하여 스피커를 통해 출력된다. 출

력된 오디오 데이터가 개인 스마트 단말의 마이크

를 통해 입력되면, 고역 통과 필터를 통해 초음파 

대역만 통과 시킨다. 그리고 변조된 데이터를 복조

하여 패킷을 분석하게 된다. 전송된 패킷의 구조는 

표 1과 같다. 초음파를 통한 데이터 전송의 크기는 

16byte로 하였다. 이 값은 다음 절에서 설명할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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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투스 광고 패킷의 UUI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따라서 Payload

에 2바이트가 담기고, ID는 3bit로 총 8개의 ID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16바이트의 데이터가 담기게 

된다. 그리고 전송된 데이터의 에러를 방지하기 위

해 순환 중복 검사(CRC, Cyclic Redundancy 

Check)를 하여 올바른 패킷만 수신한다.

2. 블루투스를 이용한 애드혹 네트워크

안드로이드 5.0 부터는 개인 스마트 단말이 광

고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개인 스마트 단말에서 광고와 수신을 모두 사

용하는 애드혹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해졌다[8]. 

블루투스 광고 모드와 스캔을 이용한 애드혹 네

트워크는 아이비콘 패킷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아

이비콘 패킷은 스마트 단말의 제조사에 상관없이 

블루투스 사용가능한 기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아이비콘 패킷의 구조는 제조사 고

정 접두사 9바이트, UUID 16바이트, Major 2바이

트, Minor 2바이트, TX 파워 2바이트로 총 31바이

트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재난 경보 전송을 위해 

사용한 영역은 표 2와 같이 UUID 16바이트이다. 

UUID의 목적은 개체 식별 및 구별을 위해 활용되

고 있고, 일반적인 표시 형식으로 4-2-2-2-6 바이

트로 그룹을 지어 활용한다. 따라서 앞에 4바이트를 

아스키코드로 변환된 국민안전처(MPS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의 약자를 적어 식

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정한 

재난 유형 24개를 식별할 수 있도록 1바이트와 

Payload로 사용될 11바이트를 구성하여 단문의 메

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9]. 

표 1. 초음파로 전송할 재난 경보 패킷의 구조

Table 1. The Ultrasound Modulation Packet

3 [bits] 16 [bits] 5 [bits]

ID Payload CRC

표 2. 블루투스로 전송할 재난 경보 패킷 구조

Table 2. The Bluetooth Advertising Packet for 

UUID

4 [Bytes] 1 [Bytes] 11 [Bytes]

“MPSS” Disaster # Payload

그림 2. 제안하는 재난경보 시스템 구조

Fig. 2. The architecture of the disaster warning 

system

Ⅳ. 시스템 성능 평가

초음파의 변조, 복조 성능을 실험해 보기 위해 

임의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신호 대 잡음 비율(SNR, 

Signal to Noise Ratio)에 따른 비트 에러율(BER, 

Bit Error Rate)을 측정하였다. 그림 3의 데이터는 

조용한 실내에서 컴퓨터 스피커와 스마트폰 마이크

가 서로 바라보고 30c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하였

다. 신호 대 잡음 비율에서 잡음은 실내 공간의 조

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고, 스피커와 마이크의 

소리 품질은 48kHz의 샘플링 비율을 사용하였다. 

측정 결과 그림 3과 같이 신호 대 잡음비 6 dB 

이상에서 비트 에러율이 0.003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1000개의 비트 중 3개의 비

트에러가 발생하는 수준으로 높은 에러율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비트의 수는 초당 최대 720비트 중 128비

트이므로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실제 

전관방송용 음향장비를 이용할 경우 신호 대 잡음비

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비트 에러율은 더 줄어든다.

블루투스 애드혹 네트워크 성능 평가를 위해 왕

복지연시간(RTD, Round Trip Delay)을 측정하였

다. 벽이 없는 실외에서 2대의 Nexus 5x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블루투스 광고와 스캔 주

기는 200ms로 설정하고, 노드의 개수와 거리를 변

경하여 왕복지연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 4는 두 대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거리에 따

라 데이터의 왕복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두 대의 스

마트 폰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측정된 값은 최소 1.47

초로 두 개의 노드에서 애드혹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이다.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광고 

주기와 스캔 주기가 각각 200ms씩 소요되고,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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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된 패킷을 다시 광고 패킷으로 생성하고 반송하게 

되면서 생기는 시간 지연이다. 25m의 거리에서 30초

의 왕복지연시간이 발생하고, 25m 이상의 거리에서는 

각 노드들은 서로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였다. 이는 

그림 4의 RSSI 값에서 보듯이 신호의 세기에 따른 블

루투스 패킷 에러율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기

본으로 하여 블루투스 애드혹의 각 노드 간 최대 거리

는 25m이며 단방향 전송에는 최소 15초 이상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블루투스 애드혹 네트워크의 

최적의 조건은 각 노드간격을 20m이하로 유지하는 것

이다. 노드 간격을 20m로 하여 100m의 애드혹을 형

성하였을 경우 단방향으로 30초가 소요된다. 더 많은 

노드로 100m 애드혹을 구성할 경우 최소 20초 내에 

단방향으로 재난 경보를 전송할 수 있다.

그림 3. 신호 대 잡음비에 따른 비트 에러율

Fig. 3. BER of the ultrasound modulation as the 

SNR

그림 4. 블루투스 애드혹의 왕복 지연시간과 RSSI

Fig. 4. The Round Trip Delay and RSSI in 

Bluetooth AdHoc Network

Ⅴ. 결  론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재난 경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미리 대처하고 

실시간 대응 방법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통신 불능 상황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 지역 내 

애드혹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초음파를 이용한 변조 기법을 통해 각 노드들이 

언제든지 재난 경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으므로 재난 경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

하였다. 또한 블루투스 광고 모드를 이용한 네트워

크 방법은 앞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았듯이 더 

많은 노드들이 연결될 경우 광고주기를 천천히 할 

수 있다. 이때 광고주기를 길게 조정할 경우 재난 

상황 시 가장 중요한 개인 스마트 단말의 전력 소

모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재난 시 가장 적절한 통신 

방법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실제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

한 장소와 노드 개수를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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