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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에디슨을 이용한 재난정보 알림 시스템 제안

The Disaster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by Using Intel E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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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인텔 에디슨에 탑재된 WiFi 및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평상시 블루투스 소켓 통신으로 센

서 데이터를 전송하던 중, 센서로부터 위험요소를 감지하였을 때 WiFi 소켓 통신으로 재난 정보를 전송함으

로써 이를 경고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구밀집장소에서의 재난 발생과 유사한 환경을

구성한 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재난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Keywords : 에디슨, WiFi, 블루투스, 소켓 통신

1. 서 론

국내 재난 대응 기관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 정보 수집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취약 하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인구밀집장소에서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 정보 수집 및 경고를 위해 인텔 에디슨을 활용한 재

난정보 알림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모의실험 및 결과

2.1 실험 환경 

인구밀집장소에서 재난 정보를 감지하기 위해 8명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는 공간에 센서가 장착된 Slave

에디슨 2대를 배치한다. 감지된 재난 정보를 웹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Master 에디슨은 블루투스 소켓 통신

을 위해 Slave와 10m 이내로 배치한다. 그림 1은 이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이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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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 WiFi와 블루투스는 상황에 따라 각각의 장점에 맞게 센서값 및 위험 상황을 효율적으로 전

송하려는 통신방법으로 사용된다. 저전력의 장점을 가진 블루투스를 통해 평상시 전력소모량을 줄이고, 재난

발생 시 전송속도에서 장점을 가진 WiFi를 통해 위험 상황을 전송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표 1에

서는 62Byte 센서 데이터를 10000개 전송할 때, 각 통신방식에 따른 전송시간의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표 1 각 통신방식에 따른 전송시간

Communication method
Transmission 

data length
The number of data

measurement 

distance

Transfer time 

(sec)
WiFi

62Byte 10000 6.1m
2.345

Bluetooth 3.563

그림 2는 상황에 따른 가변적인 통신방식에 대한 전송시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총 5000개의 샘플 중 50

개 당 이동평균을 취하였으며, 외부 변화에 의해 센서값이 일정 threshold 값 이상일 경우 재난 상황으로 판

단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그림 2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블루투스 소켓 통신으로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

던 중 1250번째 데이터에서 발생한 재난 정보를 감지하였고, 이에 WiFi 소켓 통신으로 위험 상황을 신속하

게 전송하고, 3760번째 데이터에서 재난 상황 종료 후 다시 블루투스 소켓 통신으로 센서 데이터를 전송함으

로써, 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재난 경고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상황에 따른 가변적인 통신방식에 대한 전송시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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