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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확

립한다면, 효과적으로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방송망은 도시와 산간 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

하고 있어, 재난 정보를 전국적 또는 국지적으로 신

속하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에

서는 일찍부터 방송망을 활용한 재난정보전달을 실

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날로그TV[1]와 FM

라디오방송[2], 지상파 DMB[3]에 재난경보방송을

도입하였다. 

최근 방송환경의 많은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

한 변화의 특징으로 디지털, 다매체, 다채널 등이 있

다. 지상파 DTV, 지상파/위성 DMB 서비스는 전국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의 아날로그 방송보다 디지털 방송매체를 사용하는

재난경보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상파, 위성, 케이블, 인터넷 등의 다매체 방송환경

에서 각 매체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경로로

전송이 보장된, 신뢰성있는재난경보방송이 가능하

다. 다채널환경은 재난경보방송 시스템비용을 상승

시키는 요인이다. 각채널마다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려면많은비용이필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 다채널 환경에서 효율적인 재난경보방송을

위한방안이필요하게된다.

이러한 재난경보방송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이 최

근들어본격적으로진행중에있다. [4]는우리나라

에서재난경보방송에 대한첫논문으로, 재난경보방

송에 대한 정의 및 재난경보방송 서비스 및 시스템

공공성을 위한 방송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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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와 T-DMB 재난경보방송 표준을 위한 요구사

항도출및이에대한분석에대해기술하였다. [5]에

서는 T-DMB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두 번째 논문으

로 서비스 모델 및 서비스 시그널링 설계 및 전송 채

널 선택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방송 일정을 몇 주전

에 결정하여 정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방

송과 언제 발령될 지 모르지만 발령이 되면 신속하

게이를방송해야하는재난경보방송은많은차이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방송시스

템을사용하여전달하기위해해결해야할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해결방법을 제안하였다. [6]에서는

지금까지의 국내외 재난경보방송에 대한 간단한 소

개가 있었고, [7]에서는 재난관리의 융합적인 특성

을해결하기위해필요한재난관리기관간의재난정

보교환 프로토콜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특히 ITU-

T에서도 채택한 Common Alert Protocol (CAP)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후 재난경보방송에 대한 개

념정의 및 융합서비스 방법에 대한 논문이 계속 있

어왔다[9-11]. 

본 고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논문에서 재난경보방

송 개념과 이를 위한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내용

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고의 2장에서는 재난

경보방송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재

난”, “경보”, “방송”의 각 개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

로 재난경보방송을 정의한다. 3장에서는 재난경보

방송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분석을

4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재난경보방송 시

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5장에서는 국내외의 재난경

보방송을본고에서분류한재난경보방송서비스및

시스템 분류에 의해 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향후 재

난경보방송을 위한연구의방향에대해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7장에서결론을제시한다.

Ⅱ. 재난경보방송 정의

본 고에서 재난경보방송이란“재난및안전관리기

본법[12] (이하“기본법”)과 방송법에 근거하여 방

송매체를 사용하여 재난경보를 전달하는 서비스와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 우

선재난경보방송을“재난”, “경보”, “방송”의세개념

으로 분리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재난경보방송서

비스가제공하는기능에대해설명하고, 이러한기능

을제공할수있는시스템에대해서도설명한다.

1.  재난, 재난관리 및 재난정보전달체계

기본법제3조1호에는“재난”이란“국민의생명신

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으로 정의한다. 즉, 재난이란 현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 또는 미래에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

이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

난, 화재, 교통사고와 같은 인위적 사고, 에너지, 통

신과 같은 국가기반체제의 마비와 전염병확산이 이

에포함된다.

기본법 제3조3호에는“재난관리”를“ 재난의 예

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으로정의한다. 여기서, “(사전)예방”은재난의발생

을사전에방지하는것, “(사전)대비”는다가올재난

에 의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

는 것, “(사후)대응”은 이미 발생한 재난 피해를 경

감하기 위한 것, “(피해)복구”는 재난이 종료된 후

원상태로복구하는것을의미한다.

기본법 제4조에서는 재난관리 기관으로서의 국

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책무 중

재난의 예방, 대비 조치로“재난정보전달체계(시스



방 • 송 • 공 • 학 • 회 • 지 7

제14권355재난경보방송 소개

템)”의 구축이 기본법 제26조에 포함되어 있다. 재

난정보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기

술한다. 기본법 제38조1항은 재난에 대한 응급대책

으로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를 실시할 수 있는 국가

의권한을규정하고있다. 기본법38조2항에서는이

러한예보, 경보를 위해전기통신시설의 우선사용을

요청하거나,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요청할수있다고규정한다. 

2.  예보, 경보 및 재난경보

예보(Warning)란 앞으로 닥칠 재난을 예방 또는

대비하기 위해, 경보(Alert)는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하도록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보 또는 경보의 수단으로 사이렌과 같은

간단한 신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방송 통신매체를

사용한다면 재난에 대한 정보, 대응방법과 같은 중

요한재난정보를추가로전달하는것이더욱효과적

이다. 예보의 경우는 앞으로 닥칠 재난의 종류, 발생

확률, 예방/대비 방법, 재난 발생시의 대응방법 등의

정보를, 경보의 경우 재난의 종류, 대응방법 등의 정

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이

러한정보는신속정확하게전달되어야한다. 

예/경보 업무의 관점에서 재난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은 이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난의단계와예/경보전달시점을표시한다. 

예상이 어려운 재난의 경우, 재난관리 단계는 예

방/대비를 위한 평상시, 재난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재난기, 재난이 종료되어 복구가 필

요한복구기로 진행된다. 재난기에서는 재난에 대응

하기 위한 재난경보를 실시한다. 재난 경보는 재난

기동안지속되어전달되어야하다. 

재난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평상시와 재

난기 사이에 재난예상기가 존재한다. 재난예상기의

시작은재난이임박하여예보를발령하는시점에시

작하여 재난 발생 시점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재난예보가전달된다.

<그림 1> 재난의 유형과 예/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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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경보를 방송 또는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전달

할 경우, 전달되는 내용만 약간 다를 뿐 정보전달자

의 입장에서는 전달시스템을 위한 요구사항 (신속

성, 정확성)이 유사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예보,

경보를통칭하여“경보”라한다. 즉, “재난경보”란재

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 재난

예상기 또는 재난기의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

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한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전달되는 신호

및정보를의미한다. 재난관리의단계별관점에서보

면, 재난경보는 사전예방, 사전대비 및 사후대응을

위해신속하게전파해야재난관련정보를의미한다.

3.  재난방송 및 재난경보방송

방송법[14] 제75조에서는“재난방송”을“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으로 정의

하고방송사업자의의무로규정하고있다. 재난관리

의관점으로설명하면, 재난방송이란재난의모든단

계 (사전)예방, (사전)대비, (사후)대응 및 (사후)복

구를 위해 행할 수 있는 방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

난방송이제공할수있는내용은매우포괄적이다. 

본 고에서 재난경보방송이란 기본법에서 정의한

재난경보와 방송법에서 정의한 재난방송에의 공통

집합으로정의한다. 즉, <그림1>에서의재난예상기

또는 재난기에서 재난의 발생 사실 및 재난관리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즉, 재난경보)를 국민에게 신속

하게알리는방송으로재난경보방송을정의한다.

Ⅲ. 재난경보방송 서비스

본 장에서는 재난경보방송 서비스에 대한 분류를

제안한다. 우선 <표 1>은 재난경보방송 서비스 분류

기준과서비스종류에대해정리한다.

메시지를 수신하는 최종대상에 따라“범용 재난

경보방송 서비스”와“특수 재난경보방송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범용 재난경보방송 서비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특수 재

난경보방송 서비스는 FM RDS와 같은 공용 수신기,

EAS와 같은 전용 수신기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를 의미한다. 시스템 설계의 측면에서 두 서비스의

차이는 수신기 가격과 메시지 내용이다. 범용 서비

스를 위해서 수신기의 가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서

비스가 되어야 하지만, 특수 서비스를 위한 수신기

에서의 가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또한 범용 수신

기에 비해 특수 수신기에 보내야 할 메시지 내용이

많이 필요할 것임으로 이를 위한 메시지 표준을 따

로정의해야한다. 

Classification Criteria Alert Broadcasting Service

What is the final target of the alert?
- General Purpose Alert Service (GPAS)

- Special Purpose Alert Service (SPAS)

Do only receiver in the intended area receive alert?
- Transmitter-based Location Adaptive Alert Service  (T-based LAAS)

- Receiver-based Location Adaptive Alert Service (R-based LAAS)

Does the alert automatically activate the receiver? Automatic Alert Service (AAS)

Does the alert interrupt regular program schedule? Non-interruptive Alert Service (NIAS)

<표 1> 재난경보방송 서비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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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맞춤형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수신기만 재

난경보가 표시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

는 송신측을 사용하거나 수신기를 사용하는 두 가

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 송신측을 사용할 경우

재난 유효영역내의 송출기로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재난지역에 비해 방송영역이 클 경우

적절하지 않다. 수신기를 사용할 경우 1) 송신측에

서는 방송영역 내의 재난경보를 송출해야 하고, 2)

재난메시지에 재난지역을 포함하고, 3) 수신기는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된다. 수

신기의 위치 파악은 GPS를 사용하거나, 수동으로

시청자가 현재의 위치를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있다.

“자동재난경보서비스(on-off)”란 대기 상태에서

도 재난경보메시지를 탐지하여, 재난메시지를 표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시청 중이 아니라도 전원

과 연결이 되어 있어, 송신측에서 전송하는 재난경

보방송을 탐지하여 재난경보를 표시하는 추가적인

수신기 기능이필요하다. 일반적으로재난이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정전으로 인해 전원의 공급을 보장

할 수 없다. 따라서, 재난경보방송 전용수신기의 경

우 예비전원이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셋톱

박스와같은일반인들이사용하는일반수신기에이

와 같은 예비전원의 설치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재난경보서비스가 적합하지 않다. 하지

만,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휴대용, 또는 차량용 일

반수신기에 자동재난경보서비스가 용이하게 적용

할 수 있다. 휴대용 수신기의 보급을 위해서는 대기

상태에서의 소비전력의 최소화와 이를 위한 추가적

인연구개발이필요하다.

“비중단형 서비스”란 현재 정규일정대로 제공 중

인 프로그램의 중단 없이 TV화면 자막이나 단문 메

시지와같은형태로경보를제공하는서비스를의미

한다. 많은 경우, 재난경보를 발령하는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난경보방송을 정규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재난경보방송이 결정된 경우 현재

의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있다. 예를들어고가의선전이나갈경우이를중

단하여 재난경보를 송출하면 광고주와의 마찰이 발

생한다. 또한 PPV와 같은 유료프로그램 도중 재난

경보를 송출한다면 많은 시청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규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

고재난경보를전달하는서비스제공이매우중요하

게부각된다.

Ⅳ.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재난경보방송 서비스를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일반적인방송시스템을 활용한다. 우리나라

에서 시행하고 있는 FM라디오를 위한 재난경보방

송시스템도기존의시스템에RDS 송신장치를추가

하여 재난경보를 송출하고, 이를 위한 수신기도 기

존의 회로에 RDS 수신장치를 추가하여 재난경보를

수신한다. 재난경보방송서비스만을 위한 방송시스

템은아직존재하지않는다. 

1.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분류

<그림2>와같이재난경보전달방법에따라크게

주서비스채널전송시스템과보조서비스채널전송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고, 더욱 자세히 다섯 가지

방식으로분류한다.

주서비스채널을사용하는시스템은다음과같다.

첫번째는, “긴급보도방식”으로현재시청중인방

송을 중단하고 보도형식으로 재난경보방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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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미국의 EAS방식[13]에서 각

방송국으로 전달되는 EAS메시지는 주 음성채널을

사용하고, 실제국민에게보도되는경보역시주서비

스채널을 사용한다. EAS재난경보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미국의방송국은국가긴급재난발생시방송을

중단하도록 EAS는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라디오 방송은 민방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현 방송을

중단하여 재난경보방송을 즉시 송신하는 경우는 매

우드물다.  TV의경우도시청중인방송을중단하여

재난경보방송을 보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방송국

에서 보도형식으로 재난경보방송을 전송할 경우 이

를준비하기위해많은시간이지연될수있다.

두 번째는, “송출화면자막방식”으로 TV방송에서

활용한다. 송출되는 주서비스 채널에 오디오 경보와

화면자막으로 재난관련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을 위해 방송국에서는 자막 처리

기가 필요하게 되고, 발령기관에서 전달받은 메시지

를자막으로송출하기까지시간이소요된다. 또한, 다

채널 환경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

은비용이필요하다. 예를들어50개이상의서비스를

제공하는케이블SO의경우모든채널에자막을표시

하기위해서50개의자막처리기를설치해야한다.

보조서비스 채널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서비스 채널을 사용하여 단문 메시지를 전

송하는 서비스는“메시지전송방식”이다.  송신측에

서는 핵심적인 정보를 포함한 재난경보메시지를 데

이터서비스채널을 통해전송하고, 수신측에서는 이

를수신하여여러형태로시청자에게표시하는기능

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현재 주서

비스 채널로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중단 없이 재난

경보방송을시청자에게 표시할수있다. 우리나라에

서 채택한 아날로그 TV방송에서는 자막방송을 활

용하였고, FM 라디오 방송에서는 RDS 또는 DARC

와같은데이터전송방식을활용하는시스템을사용

한다. SCTE 18에서도 MPEG-2 Private Section 프

<그림 2> 전송채널별 재난경보서비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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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을활용한데이터서비스를사용한다. 

디지털방송과 같이 대용량의 보조서비스 채널이

가능한 방송에서는 재난에 관련된 단문에 추가하여

사진, 동영상, 음성과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도 전송

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휴대폰, 네비게이션과 같은

타 응용프로그램과 연동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정보

의전송이가능한시스템이필요하게된다.

주서비스 채널과 데이터서비스 채널 모두 사용

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채널전환방식”은 재난경

보가 수신되면 재난전문채널로 강제로 채널을 전

환하는 방식 (Forced Tune)이다. 이 방식을 위해

송신측에서는 채널 전환제어를 위한 메시지를 데

이터서비스 채널로, 재난경보는 주서비스 채널로

전송한다. 수신기에는 메시지를 수신하여 현재 시

청 중인 채널에서 재난정보가 방송되는 채널로 전

환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SCTE 18[15]에

서는 매우 위급한 상황 (highest priority)에서 사용

하거나, 다채널 환경에서 자막처리를 비용절감을

위해 이 방식을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다채널 방송

(Wireless cable television system)의 경우 송신측

의 자막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TV

화면 자막처리기 강제 채널전환 기능을 가진 셋톱

박스를 설치하여 재난경보방송을 처리하도록 허가

하고 있다[16]. 

재난경보방송을 비용과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중

단 여부의 관점에서 각 방식을 접근하면 다음과 같

다. 주서비스 채널 전송방식은 송신측의 추가적인

설비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수신기에는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 없다.  현재의 지상파 DMB와

같이, 하나의 RF 채널에 소수의 주서비스를 전송할

경우 이 방식은 수신기의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장

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치맞춤형서비스와 자동

재난경보서비스를 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현재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중단을 피할

수없다는단점을갖고있다.

데이터서비스채널을 사용하는 메시지전송방식

역시송신측에 추가적이설비가요구되고, 아날로그

수신기에는 비교적고비용의 추가기능이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수신기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

드로 추가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수신기는 데이터

서비스채널을 항상 수신해야 하고, 메시지 수신 시

이를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하지만, 위치

맞춤형서비스가 가능하고 휴대용, 차량용 수신기에

서는 자동재난경보서비스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

고 있다.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중단이 없다는 것 또

한장점이다.

두 가지 서비스채널을 동시에 사용하는 채널전환

방식은 앞의 두 가지 방식의 적절한 타협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즉, 다채널 서비스에서 송신측의 비용을

줄이고, 수신기는 채널전환의최소한의기능만 구현

함으로써재난서비스를위한전체비용을송수신측

에 적절히 배분한 서비스이다. 위치맞춤형서비스,

자동재난경보서비스도 데이터서비스채널을 통해

가능하지만, 현재 시청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단점이있다. 

<표 2>는 앞에서 제시한 재난방송 서비스와 이를

위한시스템간의관계를보여준다.

Alert Broadcasting Supporting Alert Broadcasting Service

System GPAS/SPAS LAAS AAS NIAS

Newscasting GPAS T-Based No No

MCT OSD GPAS T-Based No Yes

AFSK SPAS R-Based Yes No

SCT
Message GPAS/SPAS R-Based Yes Yes

Multimedia GPAS/SPAS R-Based Yes Yes

Both Force Tune GPAS/SPAS R-Based Yes No

<표 2> 재난경보방송 서비스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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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례연구: 국내외재난경보방송

이절에서는국내외의재난경보방송서비스, 시스

템을 분석한다. 국내 재난경보방송은 1999년에 미

국의폐쇄자막(Closed Caption)방송방식을이용한

TV 자동경보방송과 유럽의 RDS(Radio Data

System)방식을 이용한 FM 라디오 자동경보방송을

개발하여 2001년부터 시험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

다. 최근에는 T-DMB를 사용한 재난경보방송의 시

범서비스가수행되었다.

TV 자동경보방송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자

동 On/Off 기능으로써 수신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자동경보방송 신호를 수신하였을 때 수신기는 자동

으로전원이켜지고동시에음량도커져서시청자들

에게경보상황이발생했음을환기시킨후자막을통

하여 경보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

만, 시범 서비스 기간 많은 문제점을 시사했다. 우선

재난 시 자주 동반하는 정전사태에 대한 대비가 부

족했다. 또한 방송이 송출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하

는재난을알릴수없었다. 정전에대비한비상전원,

추가적인 재난 메시지 수신 기능 등으로 인한 단말

기의 가격도 문제가 되어, 일반인들을 위한 보급에

문제가있었다. 또한단말기설치, 유지보수등에대

한대책이제대로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의서비스

의여러어려움이있었다.

FM RDS 자동경보방송은 일반 수신기 사용자보

다는, 확성기를작동하여 여러대중에게재난경보를

알리는 특수 재난경보방송 수신기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RDS수신기의보급이많지않

고, 디지털 라디오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

다. 현재 전국 5개 지구 100여 개소에서 운영 중이

다. 하지만 RDS보다 전송속도가 빠른 DARC(Data

Radio Channel)와의 비교, 디지털 매체로의 전환 등

의문제점을갖고있다.

T-DMB 재난경보방송은 본 고에서 분류한 모든

서비스가가능하고이를위한시스템도추가적인하

드웨어 없이 구현할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재난경

보방송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신기 역호환성 및 재

난경보만의 서비스 특성에 의한 서비스 시그널링에

대해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은앞으로개발할여러뉴미디어를사용할재

난경보방송에서도주의깊게연구해야할것이다.

미국에서는 재난경보전달을 위해 EAS (Emer-

gency Alert System)[13]을 사용하여 왔다. EAS는

방송국에서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정보의전달보

다는 주로 방송국 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시스템이

다. 대부분의 EAS 단말기는 방송국에 설치되어 있

다. 즉, EAS 수신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

수신기가 아니다. 따라서 EAS 프로토콜의 설계 시

비트단위로정보를표현하는효율적인전달보다는

전문가가 인지하지 쉬운 ASCII로 정보를 표현한다.

이러한 특징은 EAS 프로토콜을 범용 단말기를 대

상으로 하는 프로토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메모리, 프로세서의 제한사항을 많

이 갖고 있는 범용 단말기를 위한 프로토콜에서는

EAS 프로토콜은 비효율적이다. 결론적으로, AEAS

프로토콜 설계를 위해 EAS 메시지 내용 (Seman-

tics)이메시지포맷(Syntax)보다더큰의미가있다. 

Ⅵ. 향후 재난경보방송의 연구 방향

최근의방송기술의가장중요한특징은디지털방

송이다. 디지털 방송은재난경보방송의 효과를 획기

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첫째, 디지털 다중화 기술

을 사용하여 정규방송의 중단 없이 재난 메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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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이 가능하다. 둘째, 재난메시지의 전송속도도

높아짐에따라, 텍스트중심에서 멀티미디어콘텐트

중심의 재난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멀티미디어중, 재난상황과 수신단말기에 적합

한 콘텐트 선택이 중요하다. 따라서 매체/단말기 맞

춤형재난경보방송연구가필요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방송/통신 융합의 다매체 방송

이다. 지상파, 케이블, 위성과 같은 방송매체뿐만 아

니라무선전화, 와이브로, 유선전화망과같은통신매

체를 사용한 방송도 가능하다. 즉, 재난경보메시지

전송을 위한 여러 매체경로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도 TV, 라디오 방송에 의

존한 재난경보방송에서,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시행

중인 무선 전화를 사용한 CBS 재난경보방송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각 매체 특성에 적합한

재난경보방송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 특히, 와이브로와 같은 무선 인터넷을 사용

한재난경보방송에대한연구는전무한상황이다. 

재난경보방송을 정보 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고려해야한다. 재난관리에는 많은관련기관

이 포함된다. 이 관련기관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와

처리된 정보의 관리 및 공유가 신뢰성 있는 재난정

보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정보 공유에 기초한 정보

융합의시너지효과로새로운서비스모델이창출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모델은 보다 발전하는 방송

단말기에 의해 그 실효성이 입증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최근 휴대폰+DMB, DMB+내비게이터의 통합

단말기를 사용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할것이다. 이를위해우선, 각재난관리기관사

이에 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정의되고, 국

가 표준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U-City, 정보 융

합과 같은 연구 중 재난관련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

발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공신력 있는 재난경보방송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재난정보를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다. 즉, 사용자맞춤형서비스의제공과이를위한지

능형수신기, 재난경보메시지에 대한연구가필요하

다. 최근 휴대용 또는 차량용 방송 수신기는 GPS와

결합된 내비게이터 기능이 많이 탑재되어 있다. 현

재많은재난메시지가재난지역정보를포함하고있

기 때문에, 이러한 수신기를 사용하여 재난지역에

있는 사용자에게만 재난메시지를 전달하는 지역 맞

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지역 맞

춤형 서비스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폭설이

내려 도로가 막히는 경우, 이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

자에겐 이 정보가 꼭 필요하지만, 도로 주변에 잠을

자고 있는 거주자에게 한 밤중에 이 경보를 전달할

필요는 없다. 즉,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

용자맞춤형서비스의개발이필요하다.

Ⅶ. 결 론

본 고에서는 요즘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

는재난경보방송에 관련된 중요개념을정리하였다.

우선 재난경보방송을 방송법의 재난방송과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경보의 공통집합으로 정의

하였다.  또한 재난경보방송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

능 및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의 분류

에 대해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구

현된재난경보방송의특징을본고에서분류한서비

스와 시스템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뉴미디어를 사용한 재난경보방송

개발을위해꼭필요한내용이다.

재난경보방송은 긴급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인명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발생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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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여러 매체 중에서 어느 것

이 가장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가를 선택하여 재

해정보를전달하는것뿐만아니라가능하면모든정

보전달 체계를 이용하여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

이라도 사용자의 관심과 협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난경보방송의 성공적

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난경보방송기술의 지속적

인 연구개발과 함께 정부, 관계기관 및 모든 국민들

의절대적인이해와도움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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