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5권1호

- 193 -

센싱과 개별 방송이 가능한 지능형 디지털 전관

방송 시스템 개발

김정숙*, 정준호**, 정장영**, 송치원**

*김포대학교 IT학부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mail : kimjs@kimpo.ac.kr

Development of an Intelligent Digital Public Address

System with Sensing and Unicasting

Jung-Sook Kim
*
, Jun-Ho Jung**, Jang-Young Chung**, Chee-Won Song

**

*Division of IT, Kimpo College
**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요 약

현재 자연재해 증가와 응급 상황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에서 소방법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빌딩에서는 응급 상황이나 자연 재해 발생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전관 방송 시스템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빌딩에 설비되어 있는 각종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센싱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 받아 이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빌딩 상황에 맞는 안내 방송과 응급 상황시 대피를

위한 안내 방송뿐만 아니라 빌딩에 있는 각 호수별로 ID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방송이 필

요한 장소에만 개별 방송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전관 방송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1. 서론

우리 정부에서는 홍수 및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가 증

가하며, 화재와 가스 폭발 같은 응급 상황이 빈번하게 발

생하므로, 신속한 대피 방송을 위한 전관 방송 시스템 설

치를 강화한 소방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신설되는 대부

분의 빌딩과 기존의 고층 건물에서는 반드시 전관 방송

시스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전관 방송 시스템 시

장에서는 다양한 전관 방송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전관 방송 시스템은 학교와 관공서 및 건물 전체에 송출

되는 방송 시스템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아날로

그 전관 방송 시스템과 디지털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현

재 개발되고 있는 전관 방송 시스템들은 주로 디지털 제

품으로, 디지털 제품이 방송 품질이 우수하며, 배경 음악

을 송출할 수 있고, 또한 라디오 방송 송출 기능도 가능

하는 등의 다양한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는 특

징이 있다. 그런데 현재 새롭게 건설되는 빌딩은 대부분

지능형 빌딩으로 실내 사무실 및 거주자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들

을 가동하고 있다. 따라서 센서로부터 전송된 센싱 정보들

에 적합한 안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전관 방송 시스템

이 필요하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관 방송 시스템은

방송을 시작하면 그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무실

및 거주자에게 동시에 방송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을

필요하지 않는 회의와 같은 중요한 모임이 있을 경우에도

방송을 들어야 하므로, 이런 문제점을 없애는 디지털 전관

방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관 방송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

는 각 사무실이나 거주자들에게 ID를 부여하고, 방송이

필요한 장소에만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방송을 할 수 있

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여기에 빌딩의 다양한 센서들의 센

싱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받아 센싱 정보에 따라

만약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에어컨의 온도를 올리라는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지능형 디지털 통합 전관 방송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에서 지능형 전관 방송 시스템을 개발한 내용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마지막 4장에서 결론

을 내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살펴본다.

2. 지능형 전관 방송 시스템 개발

지능형 디지털 전관 방송 시스템은 화재나 가스

폭발과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음성으

로 응급 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으며, 응급 상

황 발생이 감지된 전관 방송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응급 상황이므로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방송한다.

그리고 각 빌딩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들을 이

용하여 상태를 추론하여 각 사무실이나 거주자에게

안내 방송을 한다. 특히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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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개발되어 사용자의 운영이 편리하다. 즉

윈도우즈 기반으로 개발되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하기 쉽게 개발되었다. 먼저 음성 데이터와 센

싱된 정보 전송을 위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 형식,

수신서버 ID(0x00~0xFF), 센서위치(0x00~0xFF), 센

서 ID(0x0~0xF), 센서 상태 정보(0x0~0xF), 센서 명

령 및 상세정보(0x00~0xFF), 시간(0x00000000 ~

0xFFFFFFFF)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전송된 데이터

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베

이스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또한 지능형 전관 방

송 시스템에 연결된 센서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일

정한 간격으로 센싱 정보를 처리해야 하므로 전관

방송 시스템에 장착된 프로세서의 용량에 따라 적당

한 병렬 처리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레

드를 생성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하여 병

렬 처리를 하였으며, 센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이들로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또는

센싱된 데이터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례-기반

추론 및 값을 비교하여 이상한 징후를 보이는 경우,

즉시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송을 LAN으로 연결된

필요한 장소에 개별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다음 그림 1은 지능형 전관

방송 시스템에서 음성 인식 프로세서와 각종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RoomSensor MainSystem DB

1 : CheckSensors()

2 : ProcessEvent()

3 : RecvEvent()

4 : UpdateSensingData()

5 : ShowSensingData()

6 : EventAlram()

7 : SetSensorCondition()

그림 1. 프로세스 과정

3. 실험 결과

본 논문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익숙한 윈도우즈

기반으로 C#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위해 TCP/IP방식을 이용하였고, 마이

크로 프로세서와 통신을 위한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은 C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며, 오픈 소스인 mySQL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는 PIC32MX5XX/6XX/7XX 계열이며, 음성인식을

위한 프로세서는 RSC-4128을 사용하였다. 다음 그

림 2는 빌딩에 연결된 각 사무실이나 거주자들의 가

구 정보를 관리하는 윈도우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빌딩 정보 관리 

4.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전관 방송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각 사무실이나 거주자들에게 ID를 부여하고, 방송이

필요한 장소에만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방송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여기에 빌딩의 다양한

센서들의 센싱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받아

센싱 정보에 따라 만약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에

어컨의 온도를 올리라는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지

능형 디지털 통합 전관 방송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전관 방송 시스템에 연결된 센서는 적외선 센서, 온

도 센서, 습기 센서, 방범 센서, 화재 감지 등이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시 이를 음성으로 알릴 수 있으

며, 네트워크는 LAN으로 연결되어 통신한다. 구현

한 결과, 음성 인식 기능과 각종 다양한 센싱 기능

및 네트워크를 통한 개별 방송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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