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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파악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문자가 이동통신 기기인 스마트
폰에서만 수신된다는 문제점을 인지하였고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해 내비게이션에서도 재난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도
재난문자와 재난 정보를 수신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논문과 같은 연구가 계속된다면 재난
상황과 정보를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 받고 사용자 모두 재난 콘텐츠에 접속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에 대한 피해
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dentified the national alert service and recognized the problem that disaster 
message is received only from smart phones, which are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us, we conducted a study on how to use NFC to identify disaster characters in navigation. 
Research was conducted on how to receive and utilize disaster message and disaster information when
using smart phone navigation as well as application development-enabled navigation. If studies such as
those in question continue, disaster situations and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in a more diverse 
environment and users will all be able to access disaster content to prepare for disasters and prevent
or reduce damage.

Key Words : disaster, navigation, NFC

Ⅰ. 서  론

현대의 재난 상황은 과거 자연재해만을 걱정했던 것 
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자연재해와 인류에 의한 재해가 
점차 늘어나고 재해의 패턴이 점차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다.[1] 이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재난 
경보 시스템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2] 국내에
서는 재난 경보 시스템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에게 전
송하고 있는데 과거 국민안전처가 중앙재난안전 상황실
에서 재난문자를 송신했지만 현재는 행정안전부로 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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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동통신망의 발전에 의해 5G 환경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게 국가 통합경보플랫폼에서 송신할 수 있게 표준 
제정을 했다. 표준 제정의 목적은 5G 이동 통신망을 통
한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
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의 요구사항과 통신방식을 규
정하기 위해서고 통합경보플랫폼이 완성되면 기존 수십 
킬로미터 범위로만 가능하던 긴급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수십 미터 범위로 세분화 하는 등 보다 개선된 환경과 체
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3]

통합경보플랫폼이 완성되더라도 CBS 수신기능이 탑
재된 이동통신 단말만 재난문자를 수신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4] 예로서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재난문자를 
송신했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하기 때문에 
재난문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재난상황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5]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서 운
전자가 운전 시 재난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
안했다. 그것은 내비게이션이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목적지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길을 확인한
다. 이럴 경우 내비게이션에 재난문자를 전송하면 운전자
들은 재난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
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방안을 통해 내비게이
션에 재난문자를 전달하고 내비게이션의 수신 결과를 확
인해보았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국내 
재난정보 전달 체계에 대해 분석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재
난문자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설계하고 Ⅲ장에서는 스
마트 폰에 수신된 문자 중 재난문자를 판별하여 내비게
이션으로 송신하는 방안과 내비게이션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하는 방안을 설명하며 Ⅳ장에서는 내비게이션에 수
신된 결과를 정리하고 Ⅴ장에서는 최종 결론을 말한다.

Ⅱ. 국내 재난정보 전달 체계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이동통신망을 통한 재난문자 전송을 시행하고 있다. 이 
재난문자는 긴급재난문자라고 불리며 CBS(Cell 
Broadcast System) 기반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에 재난
정보를 전송한다.

CBS란 이동통신망 기반 방송 통신 시스템으로 이동통
신 기지국의 정보 송신 범위 내, 모든 임의의 단말기들에 
Cell Broadcast 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한다. CBS를 통해
서 한번 재난문자를 전송 시 많은 단말기가 수신 받을 수 

있지만 이동통신이 가능한 단말기만 수신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재난정보전달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기 전, 재난문자 전달 과정에 대
해 확인했다.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재난정보전달 방안”
에 따르면 전체적인 재난문자 전달 과정은 재난이 발생
할 경우 예/경보 플랫폼에 수집된 데이터에 따라 순차적
으로 메시지 전달을 수행하게 되며 메시지는 수집된 재
난 정보를 정리 후 경고의 종류, 내용, 경고 대상 지역 등 
재난 상황을 경고 대상 지역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 단말
기로 전송한다고 한다.[6]

파악한 재난문자 전달 과정을 바탕으로 내비게이션으
로의 재난문자 수신 플로우차트를 그림 1과 같이 작성했
다. 

그림 1. 내비게이션의 재난문자 수신 플로우차트
Fig. 1. Disaster message receiving flowchart in 

navigation

Ⅲ. 3가지 재난문자 송수신 방안

1. 스마트 폰 재난문자 송수신 방안
현재, 스마트 폰으로 전송되는 국내의 재난문자는 재

난문자 규격에 따라 3개의 형식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위급재난문자로 전쟁 상황이 발생되면 사용되는 재난문
자와 두 번째는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 했을 
경우 사용되는 긴급재난문자가 있다. 세 번째는 안전안내
문자로서 폭염, 황사 등 기상특보와 안전주의를 요할 경
우 사용된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재난문자를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이 일반문자와 구분지어 판별하고 내비
게이션으로 전송해야 한다. 그림 2는 스마트 폰 애플리케
이션에서 재난문자를 판별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전달되는 
순서의 플로우차트이며 이를 보면 스마트 폰은 다양한 
문자를 수신 받는데 첫 번째로 재난문자 애플리케이션은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21, No. 1, pp.35-42, Feb. 28, 2021. pISSN 2289-0238, eISSN 2289-0246

- 37 -

문자를 감지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 문자를 감지한 
후 해당 문자가 재난문자인지 판별을 해야 한다. 재난문
자로 판별되면 재난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종료가 
되며 재난문자가 아니라고 판별되면 애플리케이션은 추
가 기능을 작동 하지 않는다.

그림 2. 스마트 폰의 재난문자 판별 플로우차트
Fig. 2. Disaster message identification flowchart in 

smart phone 

가. 재난문자 판별
그림 2에서 재난문자 판별은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의

재난문자 방송 규격을 활용하였다. 재난문자 방송 규격은 
아래의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재난문
자는 전송 기관, 재난 발생 지역, 재난 종류와 같은 정보
를 포함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기 위해 재난문자를 수신하였
을 때 한글, 숫자 등의 텍스트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문
자열 검색기능인 Matches 함수를 사용하여 임의로 지정
한 재난문자 키워드가 누적될 경우 재난문자로 판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6]

표 1. 재난문자 표준
Table 1. Standard disaster message

명칭 표준문안

태풍경보

[행정안전부] 오늘 OO시 OO지역 태풍 경보, 태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
근금지, 논밭 관리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
다.

지진
[기상청] O월 O일 OO시 OO분 OO지역 규모 O 지
진 발생 / 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하여 여진 주의

나. 재난 정보 전달
재난문자로 판별된 결과를 내비게이션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폰과 내비게이션 사이의 통신을 구축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능 구현을 위
해 스마트 폰과 아두이노 기기의 통신 연결을 위한 근거
리 통신인 블루투스를 사용하였으며 두 기기 간에 통신
이 가능할 수 있도록 블루투스 통신 모듈을 개발해서 사
용하였다.[7] 개발한 모듈을 사용하면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게 되며 해당 기능을 활
용하여 기본적인 재난문자 외에 URL링크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재난 정보를 전달하였다. 스마트 폰과 
내비게이션의 블루투스 통신 연결 과정에 대한 플로우차
트는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스마트 폰과 내비게이션의 블루투스 소켓 통신 
플로우차트

Fig. 3. Bluetooth socket communication for smart phone 
and navigation

그림 3은 스마트 폰과 내비게이션의 블루투스 소켓 통
신에 대한 플로우차트이고 페어링 과정 이후의 과정이 
담겨있다. 페어링 된 스마트 폰과 내비게이션은 블루투스 
소켓 통신을 연결하기 전에 서로가 재난문자 애플리케이
션을 위한 기기인지 장비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가 
해당 장비라고 판별되면 스마트 폰은 Client를 위한 
Thread가 실행되고 내비게이션은 Server를 위한 
Thread가 실행되어야 한다. 양 쪽 Thread가 실행되면 
블루투스 소켓이 연결된다. 그 후 문자 전달을 위한 
Stream 소켓이 생성되며 최종적으로 메시지 전달 대기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2. 차량용 내비게이션 재난문자 수신 방안
스마트 폰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재난문자가 전송되기 

위해서는 항시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해야 하
며 블루투스 통신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 후 수신된 재난
문자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
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전용 애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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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 구현해야 하며 구현
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진행 상황은 그림 4과 같다.

그림 4.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재난 정보 전달 플로우차트
Fig. 4. Disaster information transfer flowchart for vehicle 

navigation

가. 애플리케이션 항시 작동 및 블루투스 통신 연결
재난문자가 스마트 폰으로 수신될 시 내비게이션도 스

마트 폰을 통해서 바로 재난문자를 수신 받아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스마트 폰과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블루투
스 통신이 연결되어야 하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 
항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부팅이 되면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도록 코딩
을 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폰의 페어링 시 블
루투스 소켓 통신을 위한 연결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개발을 진행했다. 

나. 재난문자 확인
스마트 폰을 통해 송신된 재난문자는 내비게이션의 애

플리케이션이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서 수신을 해야 한
다. 그 후 수신된 재난문자는 애플리케이션의 구성된 화
면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다. 콘텐츠 목록 생성 및 콘텐츠 실행
내비게이션에서 재난 문자이외의 재난에 관련된 정보

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 목록을 추가하였
다. 내비게이션의 화면은 좌측에 재난문자를 제공하고 우
측에 콘텐츠 목록을 만들고 해당 콘텐츠를 선택 시 관련 
항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항목으로 재난 발생 위치, URL 링크, 재난 관련 영상, 대
피소 정보를 구성하였다. 또한 콘텐츠를 확인 후 재난문
자와 콘텐츠 선택 창으로 돌아가는 버튼을 구현하였다.

3. 스마트 폰 내비게이션 재난문자 수신 방안
내비게이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점차 보편

화되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스마트 폰 내비게이션이
다.[8][9] 이는 과거와는 달리 스마트 폰의 기능과 스펙이 
발전되면서 스마트 폰 내비게이션의 사용이 용의해졌기 
때문이고 보편화된 스마트 폰 내비게이션을 위한 재난문
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그림 5
의 스마트 폰 내비게이션의 재난문자 애플리케이션 플로
우차트를 확인해보면 그림 2의 스마트 폰 재난문자 판별 
플로우차트와 달리 Popup window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스마트 폰에서 내비게이션이 작동할 때 재난문자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실행을 방지하여 내비게이션 화면
을 보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Popup window를 통해 사용자는 재난문자가 수신 되었
을 경우 재난문자를 보기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시킬 
수 있고 확인을 원하지 않을 시 취소하는 선택 사항을 제
공했다.

그림 5. 스마트 폰 내비게이션의 재난 정보 전달 플로우차트
Fig. 5. Disaster information transfer flowchart for smart 

phone navigation

가. 재난문자 판별
재난문자 판별은 “1. 스마트 폰 재난문자 송수신 방안

의 가. 재난문자 판별”과 내용이 동일하다. 

나. 재난문자 확인
재난문자를 수신 시 기존의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은 

내비게이션 화면은 없어지고 재난문자 애플리케이션 화
면이 스크린에 띄어진다. 이럴 경우 내비게이션은 볼 수
가 없기 때문에 Popup Window라는 기능을 추가해서 
구현했다. Popup Window를 재난문자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하면 재난문자 수신 시 내비게이션 화면은 정상 실
행되고 화면 상단에 재난문자가 출력된다. 그리고 재난문
자 Popup Window에서 사용자가 원하면 재난문자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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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케이션이 정상 실행되고 원하지 않으면 Popup 
Window를 제거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다. 콘텐츠 목록 생성 및 콘텐츠 실행
Popup Window에서 재난문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하면 사용자는 재난문자와 콘텐츠 화면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콘텐츠 항목은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동일하게 재난 
발생 위치, URL 링크, 재난 관련 영상, 대피소 정보로 구
성하였다. 그리고 해당 콘텐츠를 선택하여 실행 하고 콘
텐츠 내용을 확인 후 콘텐츠 선택 창으로 복귀하는 버튼 
또한 구현하였다. 

Ⅳ. 구현 결과 

3장에서 설명한 기능들을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스마
트 폰 내비게이션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애
플리케이션을 구현했다. 이때 스마트 폰은 Samsung 
Galaxy S9과 Samsung Galaxy Note9을 사용했고 내
비게이션은 Fine Drive의 Q100 Black을 사용해서 재
난정보 전달 결과를 살펴보았다. 적용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임의의 재난문자 3가지를 적용하였다.

1. 위급재난 : [행정안전부] 오늘 13시 부로 청주지역 
공습경보 발령, 가까운 지하대피시설로 대피 후 방
송 청취를 바랍니다.

2. 긴급재난 : [행정안전부] 오늘 14시 청주지역 태풍 
경보,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안전
에 유의 바랍니다.

3. 안전안내 : [청주시청] 금일 15시 청주 폭염 경보, 
야외활동 자제 등 건강에 유의 바랍니다.

위와 같은 재난문자를 전달 받았을 경우 스마트 폰은 
그림 6의 좌측 이미지처럼 위급, 긴급, 안전 3가지 재난 
채널 명칭 중 수신된 채널 명칭이 작성된 알람이 실행이 
되었고 해당 알림을 선택했을 경우 우측의 재난문자 화
면이 스마트 폰의 최상단 화면에 출력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그림 7과 같이 이전에 
어떠한 작업이 실행되든지 상관없이 재난문자 화면이 작
동했고 마지막 스마트 폰에서 내비게이션 사용 중 재난
문자를 수신 받은 경우 그림 8의 좌측 이미지와 같이 내
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전체 화면을 가리지 않고 내비게
이션이 정상작동하며 화면 좌측 상단에 수신된 재난문자 
내용이 표시되어있는 알림이 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해당 알림의 하단에 있는 OPEN을 선택 했을 시 우측의 
이미지처럼 재난문자 화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CLOSE를 선택 시 알림이 사라졌다. 

그림 6. 긴급 재난 수신 시 스마트 폰 화면 출력
Fig. 6. Smart phone screen output in case of 

emergency disaster message receive

그림 7. 긴급 재난 수신 시 차량용 내비게이션 화면 출력
Fig. 7. Navigation screen output in case of emergency 

disaster message receive

그림 8. 긴급 재난 수신 시 스마트 폰 내비게이션 화면 출력
Fig. 8. Smart phone navigation screen output in case of 

emergency disaster message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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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차량용 내비게이션 콘텐츠 화면 출력
Fig. 9. Results of navigation content selection

그림 10. 스마트 폰 내비게이션 콘텐츠 화면 출력
Fig. 10. Results of smart phone navigation content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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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재난문자 수신 화면을 살펴본 후 스마트폰과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재난문자 애플리케이션의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전송 받은 콘텐츠를 실행 및 화면 출력결과
를 살펴보았다. 차량용 내비게이션 출력 결과는 그림 9와 
같이 각각의 콘텐츠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콘텐츠 
화면으로 변경되었다. 스마트 폰 내비게이션 출력 결과 
또한 그림 10과 같이 발생 위치, 대피소 정보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이미지가 출력이 되었고 링크와 관련 영상을 
선택 시 해당하는 인터넷 화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재난문자와 다양한 재난정보를 전
달할 수 있는 콘텐츠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 단말 기기에서 뿐만 아니라 
이외의 장비인 내비게이션에 재난문자를 송수신하고 재
난문자 이외의 다양한 재난관련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전달하고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
는 재난문자 전송체계와 재난문자 형식을 파악하였고 그
것을 활용해 재난문자를 인지 및 재난문자 종류에 따른 
분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난문자 분류를 통해 
재난문자임이 판별이 나면 내비게이션으로 해당 문자를 
전달하기 위해 블루투스 소켓 통신을 개발 후 적용하여 
내비게이션으로 재난문자를 전송하였으며 수신 받은 재
난문자를 표시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재난정보를 전달하
기 위해서 재난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
구를 통해 운전 시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재난문자를 수
신 및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로써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재난문자를 전송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가 활발하게 지속되어 진다면 재
난 상황과 정보를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제공 
받아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J. H. Park, “Recent occurrences of natural disasters 
and compensation status”, kiri report, pp. 33-34, 2017 

[2] J. H. Sim, C. H. Lee, “Present and Future of Disaster 
Safety Measure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Vol. 79, pp. 18-24, 2014

[3]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status 
report”,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Vol. 367, pp. 61-62, 2019

[4] “Standards and Operating Regulations for Emergency 
Alert Message Broadcast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Vol. 76, 2019

[5] S. Y. Jang, H. Y. Jung, D. S. Park, S. S. Go, “A Study on 
the Effects Smartphones Have on Safety When Used 
While Driving”,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Vol. 
19, No. 2, pp. 75-91, 2012

[6] B. H. Lee, M. J. Kim, W. S. Jung, K. S. Kim, “Method 
of Transferring Disaster Informations using a 
Smart-Watch”,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20, 
No. 2, 2020

[7] K. Y. Lee, M. G Lee, M. j. Lim,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ccident Prevention System for 
Second-Class Citizen based on Bluetooth and NFC”,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13, No. 6, 2013

[8] Y. W. Joo, S. W. Che, H. E. Bae, H. J. Kim, “2016 
Internet Usage Surve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pp. 58-63, 2016

[9] M. S. No, H. N. Heo, Y. J. Choi, H. S. Lee, “2018 
Internet Usage Surve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pp. 55-57, 2018

[10] U. C. Choi, T. H. Kim, “Study on Realistic Disaster 
Management Service Implementation Plan : Focusing 
on Differential Views in Public and Private Exper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6, pp. 625-633, 2020

[11] J. H. Kang, H. J. Jang, H. J. Oh, “Linguistic Features 
Extraction for Analysis of Great Natural Disasters 
Damage State”, Journal of KIIT. Vol. 15, No. 9, pp. 
11-21, 2017

 



Transfer Methods of Disaster Information for Various Navigation Environments

- 42 -

※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 재난안전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RF-2018M3D7A1084820).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충북대학교 연구년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저 자 소 개

김 명 진(준회원)
∙ 2014년 3월 ~ 2020년 2월： 충북

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학사)
∙ 2020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전

파통신공학과 석사과정
∙ 주관심분야 : 재난정보시스템, 근거

리 무선통신기술

김 경 래(준회원)
∙ 2015년 3월 ~ 2020년 8월： 충북

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학사)
∙ 2020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전

파통신공학과 석사과정
∙ 주관심분야 : 재난정보시스템, 근거

리 무선통신기술

백 승 혁 (준회원)
∙ 2015년 3월 ~ 2020년 8월： 충북

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학사)
∙ 2020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전

파통신공학과 석사과정
∙ 주관심분야 : 재난정보시스템, 근거

리 무선통신기술

오 승 희(준회원)
∙ 1994년 3월 ~ 1999년 2월 : 전북

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학사)
∙ 1999년 3월 ~ 2001년 2월 : 이화

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졸
업(석사)

∙ 2001년 1월 ~ 현재 :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소 선임연구원

∙ 주관심분야 : 재난정보시스템, 항공 및 해상 관제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정 우 석(준회원)
∙ 1987년 3월 ~ 1992년 2월 : 명지대

학교 전자공학과 졸업(학사)
∙ 1992년 3월 ~ 1994년 2월 : 명지대

학교 전자공학과 대학원 졸업(석사)
∙ 2002년 3월 ~ 2009년 8월 : 충남대

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졸업(박
사)

∙ 1994년 2월 ~ 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미디어연
구소 책임연구원

∙ 주관심분야 : 재난정보시스템, IoT, 가상/증강현실, 스마
트그리드, 실내측위, 네트워크 보안 

김 경 석(정회원) 
∙ 1989년 1월 ~ 1998년 12월 :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무선통신연구단 선임
연구원

∙ 1999년 1월 ~ 2002년 3월 : 
University of Surrey(영국) 전기전
자 공학과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 2002년 2월 ~ 2004년 8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통
신연구단 책임연구원

∙ 2004년 9월 ~ 2005년 2월 : 전북대학교 생체정보공학부 
전임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정교수
∙ 주관심분야 : 재난정보시스템, AI 지정맥 인증, AI 헬스케

어 플랫폼, AI 기반 5G Massive-MI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