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집
중호우, 폭설, 지진, 쓰나미, 화재 등이 있다. 이러
한 자연재해는 예측이 어렵고, 그 규모는 지금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
고 재난 예·경보방송을 통한 상황전달은 재난관리
의 중심이 되고 있다[1]. 이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방송기술개발의 기대가 전 세계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2]. ‘재난방송’이란 긴급한 재난
재해 발생 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게 재
난정보를 전달하는 ‘긴급방송’을 말한다[3]. 재난방
송시스템은 전화, 문자, 경보방송 등 모든 사람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재해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기관
에서 다양한 재난방송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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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무선 전화기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안내방송을 출력할 수 있는 원격방송시스템을 설
계하였다. 설계된 원격방송시스템은 LTE 모듈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수신된 전화 음성을 앰프를 통하여 
증폭하여 출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유무선 전화기를 통해 원격방송시스템에 
방송용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이를 수신한 원격방송시스템은 음성장치 안에 저장된 해당 안내 
방송을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보안을 위하여 관리자 및 등록된 사용자만 시스템을 사
용할 수 있도록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비교 알고리즘을 통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다. 이 때 등록된 사용자
로 확인된 경우에만 녹음된 안내 방송을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설계된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안내방송을 출력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sign a remote broadcasting system that can output announcement to a remote place using 
wired/wireless telephone. The designed remote broadcasting system uses the LTE module to amplify the telephone voice 
received wirelessly through the amplifier and output it. Also, a text message for broadcasting can be sent to a remote 
broadcasting system through a wired/wireless telephone capable of transmitting a text message, and the remote 
broadcasting system that receives the broadcasting text message can automatically output the corresponding 
announcement stored in the voice device. For security reasons, the telephone number of the receiver is analyzed by a 
comparison algorithm so that only the administrator and registered users can use the system. At this time, the recorded 
announcement broadcast is outputted through the speaker only when it is confirmed as the registered user. The system 
designed in this study allows the user to output announcements quickly without being limited by time an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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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재해가 발생한 기점에
서의 신속한 대응이 재난재해의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4]. 그러나 기존 방송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직접 방송실에서 방
송을 실행하여야만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긴급 상
황에서 신속한 재난 방송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람의 음성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전달이 매끄럽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5].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근거리 마을방송시스템은 
직접 케이블을 설치하여 구성한 방식으로 옥외 또
는 옥내에 방송을 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
은 설치 및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
다[6].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LTE모듈을 활용하여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
디서든 안내방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람의 음성 대신 저장된 방송용 멘트를 출력하여 
방송내용이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는 원격방송시
스템을 연구 및 설계하였다. 

Ⅱ. LTE모뎀을 이용한 원격방송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유무
선 전화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방송시스템을 실
행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방송 시스템에 문자
메시지를 송신 하게 되면 이를 수신한 원격 방송
장치시스템이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분석하여 저장
된 음성장치에서 해당 방송용 멘트를 자동으로 출
력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 원격방송시스템의 동작 구성도

원격방송시스템의 동작 구성을 그림 1에 표현하
였다. LTE 모듈이 MCU와 데이터 송/수신을 하여 
원격으로 방송을 제어하도록 하였다. 방송용 음성
멘트는 MP3모듈에서 실행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음성파일은 SD메모리칩에 저장하였다. 먼저 수신
자가 LTE 모듈에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게 되면 
MCU에서 해당 수신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분석하

게 된다. 분석이 끝나고 MP3 모듈에서 수신된 메
시지에 적합한 방송용 음성멘트를 앰프를 통해 스
피커로 자동 송출하게 하였다. 또한 송출된 방송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는지 분별하기 위하여 앰프에 
별도의 센서를 설치하여 성공 및 실패 여부를 판
단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수신자가 원격지에서 멀
리 떨어져 있어도 수신자가 방송 성공 및 실패 유
무를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원격방송시스템 보안 흐름도

원격방송시스템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자 보안
기능을 추가 하였다. 보안 기능은 그림 2와 같이 
표현하였다. 먼저 방송시스템을 대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번호는 MCU에서 별도로 전화번호
를 등록하여 방송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관리자가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등록/삭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등록/삭제한 
수신자의 번호 리스트는 SD메모리 칩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유무선 전화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SD메모리 칩에서 직접 수신자의 
번호를 확인하지 않아도 관리자의 유무선 전화기
로 장소에 상관없이 수신자의 번호를 등록/삭제와 
수신자 전화번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수신자의 번호를 신속하게 등록 및 
삭제가 가능하며 또한 SD메모리 칩에 저장된 전화
번호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어 관리자가 수신자 
전화번호를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빠르고 정
확하게 안내방송을 출력할 수 있는 원격방송시스
템을 설계하였다. 재난방송 관리자는 해당 방송실
에서 뿐만 아니라 임의의 장소에서 유무선 전화기
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방송시스템에 저장
된 방송용 멘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
고 정확한 방송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앰프에 
별도의 센서를 장착하여 안내방송의 성공 및 실패
여부를 수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원격방송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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