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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정보를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유형별 예측∙분석을 통한 지능형 경보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하

였다. 각 부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정보 유형별 분류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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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기후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신종∙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1].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획일화된 점검과 조치, 

시설위주의 구조적 대비, 인력에 의존한 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신속한 

상황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2]. 이는 부처별로 재난정보시

스템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경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II. Disaster Alert Warning Systems

1. 국내 동향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자동우량경보, 자동음성통보, 라디오경보, 

재난문자(CBS; Cell Broadcasting System), DMB, 전광판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별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3][4].

구 분 설치지역

자동우량경보시설 산간계곡, 하천 등 1,509개소

자동음성통보시설 마을회관 등 13,253개소

재해문자전광판 하천변유원지 등 736개소

라디오재난경보 다중집합장소 등 93개소

Table 1. Disaster Alert System

Fig. 1. National Alert Warning System

2. 국외 동향

미국은 통합재난경보시스템(IPAWS: Integrated Public Alert & 

Warning System)을 통한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송신이 가능한 

범위내 있는 모든 사람에게 ‘IPAWS Open Platform’을 통해 TV, 

전화(유무선), 라디오, 인터넷, 전광판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4].

Fig. 2. FEMA's IPAWS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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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은 중대한 재해(쓰나미, 풍랑, 홍수)가 일어날 우려가 

현저하게 큰 경우 경찰청, 소방청, 국토교토성, 해상보안청, 통신회사

(NTT 등)/방송협회 통지하여, 국민 대상 예보/경보(기상업무법 제13

조)하고 있으며, 휴대용단말기, CCTV, 전광판 등을 활용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재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5].

Fig. 3. Decision Making Supporting System in Japan

III. Implementation of Intelligent Warning system

재난정보 예측분석을 통한 지능형 경보체계 구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난안전 유형별 징후정보(IoT, CCTV 등 관측정보/SNS, 기사 

등 정보) 수집∙연계

￭ 감지(모니터링)정보와 재난안전정보 연계∙분석 및 발생 예측(발

생지역, 규모 등)

￭ 재난안전 경보 발령(부처/기관, 대국민)

￭ 재난징후정보 GIS 기반 가시화하여 상황판단 지원

이를 통해, 사전 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피해 최소화하며, 유관기관/

대국민 대상 경보를 통해 대비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Fig. 4. Intelligence Disaster Warning System

IV. Conclusions

각 부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

폼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재난유형별 예측∙분석하여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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