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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난경보 전달 체계의 목적은 긴급 재해 발생 우

려 시 또는 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 지역의 국민들에

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

라서 다양한 매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전

달하여정보의사각지대를최소화하여야 한다. 방송

망은 도시와 산간 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하여, 재난

정보를전국적또는국지적으로신속하게전달할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는 EAS(Emergency Alert System)[1], EWS

(Emergency Warning System)[2] 등 방송망을 이

용한 재난방송을 일찍부터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폐쇄자막(Closed Caption)방송 방식을 이용

한 TV 자동경보방송[3]과 유럽의 RDS(Radio Data

System) 방식을 이용한 라디오 자동경보방송[4]을

도입한바있다[5].

방송환경이 디지털, 다매체, 다채널 환경으로 변

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지상파 DMB(Digital Multi-

media Broadcasting)를 이용한 재난경보방송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MB는 이동성, 휴대성,

양방향성이라는 특성을 갖추고있어, 광범위한 재해

지역에 동시에 혹은 특정지역에 국지적으로 방송이

가능하고 개개인에게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재해정

보를 제공할 수 있어 재난방송에 적합한 매체이다.

특히2009년6월기준으로 단말기누적판매대수가

2,000만대를넘어더욱기대를모으고있다.

국내에서는 지상파 DMB를 이용한 재난경보방송

표준을 2006년에 제정하고, 이를 따르는 송출 시스

템과 수신기를 개발해 왔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재난경보방송 표준, 송출 시스템, 전국 실험방송에

대하여 살펴보고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대하여고찰하고자한다.

공공성을 위한 방송기술

▫ 김현순, 권대복* / KBS 방송기술연구소, *KBS 라디오기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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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난경보방송 표준

2005년 5월에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서 국내 지상파 DMB 방송을 위한 표준화 실무반이

구성되어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2006년 12

월‘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재난경보

방송’[6]이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제정되었다.

재난경보방송 매체로서의 지상파 DMB의 특성과

전송 채널 용량, 배터리 지속 시간 등 휴대용 수신기

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재난경보방송 메시

지를송출하도록표준을작성하였다. 표준에서는 재

난방송 수신기를‘전용 수신기’와‘일반 수신기’두

종류로 크게 분류하여, 해당 분류에 맞게 수신, 처리

하도록 정의하였다. ‘전용 수신기’는 전원이 켜져

있는경우재난방송이있으면자동으로수신하여현

재 위치정보와 재난경보지역이 일치할 경우 경보를

자동으로 수신하는 수신기를 말한다. ‘일반 수신기’

는 핸드폰, 네비게이션 단말 등 일반인들이 사용하

는 단말기로 지상파 DMB를 수신하는 경우에만 재

난방송을 수신하여 경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것이

다. 수신기의 배터리 소모와 채널 전환 시간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FIDC(Fast Information Data

Channel)를 사용하여 재난방송 메시지를 송출하고,

추가정보는 MSC(Main Service Channel)를 사용하

는어떤서브채널로도전송할수있도록하였다.

1. 서비스 요구사항

재난방송 매체로서 지상파 DMB 수신기는 개인용,

휴대용, 이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살리면서 긴급, 신속하게 해당 지역의 재난정보를 수

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위치 맞춤형 서비스’,

‘자동재난경보서비스’, ‘범용재난경보방송서비스’

및‘특수재난경보방송서비스’등이가능해야한다.

•위치 맞춤형 서비스 : 재난발생 지역의 수신기

만재난경보표시

•자동 재난경보 서비스 : 수신기의 대기 상태에

서도 재난경보 메시지를 탐지하여 재난메시지

를표시

•범용재난경보방송서비스: 메시지를수신하는

최종대상이일반국민

•특수재난경보방송서비스: 메시지를수신하는

최종수신기가공용수신기및전용수신기

표준에서는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 요구사항을 아

래와같이기술하고있다.

•다른 부가서비스에 비하여 우선, 신속 송출/수

신되어야한다.

•문자를 기본으로 하고 오디오, 정지화상, 동영

상, 데이터 등은 지상파 DMB 서브채널을 이용

하여전송될수있다.

•재난 경보발생지역 정보 전송을 위하여 지역코

드를사용한다.

•서비스 지역은 전국, 지역 단위로 분할 가능하

여야한다.

•앙상블사업자는동시에두개이상의재난유형

전송이가능해야한다.

•모든 DMB 앙상블 사업자는 해당 방송구역 내

의재난방송신호를반드시송출해야한다.

•재난 정보는 재난발령 기관으로부터 지상파

DMB 망을통하여자동으로송출되어야한다.

•수신기는 해당 수신지역 코드를 식별, 입력된

수신지역코드변경이용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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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수신기는 재난방송 송출 여부를 항상 감

시, 즉각적대응을할수있어야한다.

•재난방송 수신기는 전용 수신기와 일반 수신기

로구분한다.

•재난방송 발생 시 수신기의 음향 크기 자동 조

절이가능해야한다.

•사용자가재난방송인지후수신기의음향은이

전상태로전환이가능해야한다.

•수신기에재난방송시간, 지속시간을표시할수

있어야한다.

•수신기에 재난방송 시험 데이터 수신 시 시험

중임을표시해야한다.

•경보유형에따른특정메시지알람이가능해야

한다. (예: 지진, 해일등)

2. 재난방송 송수신 정합 규격

<그림 1>에서와 같이 지상파 DMB 전송 채널은

FIC(Fast Information Channel)와MSC로구성된다.

재난방송 시그널과 재난 메시지는 FIDC의

EWS(Emergency Warning Service)를 이용하여 송

출한다. 즉송신단에서는재난방송유무와재난메시

지를 FIC 채널의 FIG Type 5의 Extension 2 (FIG

5/2) 필드에재난메시지를부호화하여송출하고, 일

반수신기및전용수신기는주기적으로FIG Type 5

의 Extension 2 필드를 복호화하고, 재난 메시지를

표시한다. FIC의핵심기능은DMB 서비스시그널링

을위한MCI(Multiplex Configuration Information, 다

중화 구성 정보)의 전송이어서, MCI를 신속하고 안

<그림 1> 지상파 DMB 전송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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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수신하기 위해 시간 인터리브를 하지 않게

설계되었으므로, 수신기의 배터리 소모와 채널전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재난방송에 적합하다. <그

림2>에서FIG Type 5 구조를나타내었다.

수신기에 재난경보메시지 전송 유무를 알려주는

시그널링은 <그림 3>과 같이 D2 비트를 사용한다.

‘D2 = 0’이면 재난 방송이 없는 것으로 Padding 데

이터를 송출한다. 재난 메시지는‘D2 = 1’로 하여

송출한다. 한 재난 메시지는 하나의 재난과 이와 관

련된정보를포함한다. 

이때 재난 메시지의 문법과 의미는 <표 1>과 같

다. 재난종류, 경보우선순위, 재난발령시간 등의 순

<그림 2> FIG Type 5 구조

<그림 3> D2 값에 따른 Type 5/2 값

재난종류 경보우선순위 재난발령 시간 재난지역형식 재난지역수 Rev 재난지역 단문

3bytes 2bits 28bits 3bits 4bits 3bits 가변 가변

<표 1> 재난 메시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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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전송되며, 끝에 전송되는 단문은 재난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전송하

는타채널에대한링크정보등이될수있다.

•재난 종류 코드 : 재난발령자가 발령한 재난의

유형을 의미한다. HRA(Heavy Rain Watch, 호

우주의보), EAN(Emergency Action Notification,

국가 비상 상황 발생), FRW(Fire Warning, 화

재경보)와같은약어로표현한다.

•경보 우선 순위 : 재난발령자가 경보의 중요도

에따라우선순위를부여하여발령한다.

•재난 발령 시간 : 재난발령자가 재난을 발령한

날짜와시간을의미한다.

•재난 지역 형식 : 메시지에 사용되는 재난 지역

코드의종류를 정의한다. 하나의재난메시지는

하나의 지역형식만을 사용해야 한다. ‘지역형

식=000’일 경우 재난지역이 전국적인 것을 의

미하고, 이 때‘재난 지역 수=0000’, ‘재난 지

역 길이=0000’이고 재난지역은 생략되어야

한다. ‘지역형식=001’은 대한민국 정부가 별

도로 지정하는 지역코드를 의미한다. ‘지역형

식=010’은행자부행정동코드를의미한다.

•재난 지역 수 : 재난 메시지가 수신되어야 할 재

난지역의개수를의미한다.

•재난 지역 : 재난 메시지가 수신되어야 할 지역

을 의미한다. 재난 지역 형식에서 정의된 재난

지역코드를의미한다.

•단문: 문자정보및링크정보와같은부가정보를

표시하고, 링크정보는“으로시작해서”로끝난다.

Ⅲ.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Ⅱ절에서설명한기술표준에따라개발한재난경

<그림 4>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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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방송 시스템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재난경보방

송 시스템은 크게‘재난방송 송출시스템’과‘재난

방송수신모니터링시스템’으로구성된다.

1.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재난방송 송출시스템은 4개의 프로그램 모듈로 구

성되어있다. 각모듈에대한주요기능은아래와같다.

1) 재난경보메시지수신프로그램

•외부 시스템(소방방재청, 기상청)으로부터 전

송되는재난경보를수신

•수신된재난경보를검증하고승인권자의승인을

요청

•승인된재난경보메시지를송출프로그램에전달

2) 재난경보메시지송출프로그램

•재난경보수신프로그램으로부터 전달된 재난경

보메시지를지상파DMB 재난경보표준메시지로

변환

•FACTUM, VDL, KaiMedia 등 다양한 지상파

DMB 다중화기에연결가능한인터페이스기능

구현

•지상파 DMB 다중화기에 연결하여 FIDC 채널

을통해재난경보메시지를송출

3) 재난경보메시지저작프로그램

•테스트 목적의 재난경보데이터를 입력받아 재

난경보메시지를생성

•생성된 테스트 재난경보메시지를 송출프로그

램으로전달하여송출요청

4) 재난방송송출시스템감시프로그램

•각 수신프로그램 및 송출프로그램으로부터 신

호를수신하여현재동작상태를감시하고장애

발생시이중화운전을제어

<그림 5> 재난경보메시지 생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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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보방송의현황을표시

<그림 5>, <그림 6>에서 재난경보메시지 생성 화

면, 재난경보메시지송출화면을각각나타내었다.

2. 재난방송 수신 모니터링 시스템

수신 모니터링 시스템은 재난경보 신호를 분석하

기 위한 것으로, PC에 꽂아서 사용하는 USB 형태의

<그림 6> 재난경보메시지 송출 화면

<그림 7> 수신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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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B 수신기로부터 DMB 신호를 받아 DMB 신

호에 포함된 재난경보 정보를 분석한다. 즉 FIG 5/2

를 분석하고, 재난경보 시그널링 정보와 메시지 등

을 추출한다. <그림 7>은 PC에서 동작하고 있는 모

니터링시스템화면이다.

Ⅳ. 재난경보방송 송수신정합 시험
및 전국 실험방송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는 2009년 7

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험방송을 실시하고,

실험방송 이후 9월 1일부터 진행된 시험운용을 실

시하여 재난경보방송체계의완성도를테스트하고,

표준및단말기개선사항을점검하였다[7].

전국 실험방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다양한테스트스트림을제작하여사전송

수신정합 시험을 실시하였다. 테스트 스트림은‘지

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재난경보방송’과‘지

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재난경보방송 수신기

표준적합성 시험’에서 명시된 각 시험 항목의 시나

리오에따라여러개가제작되었다. <표2>는이들6

개시험영역, 28개시험항목을나타낸다.

시험항목에맞게제작된이러한스트림을이용하

여 TTA 상호운용성 시험이 이루어졌다. 2009년 6

월 10일 TTA에서 11차 DMB ION(Interoperability

ON!) 행사를 통해 재난경보방송에 대한 수신기 호

환성 시험을 13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이어서 2009년 7월 24일에 제12차 DMB ION 행사

를 9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재난 경보방송 신호 송출

시 A/V 신호의 정상수신 여부 및 채널검색 기능을

확인하고, 결과를전국실험방송에반영하였다. <그

림 8>은 소방방재청의 통합재난 경보발령시스템과

연계된 재난경보 메시지 On-Air 전국 실험방송 시

스템구성도이다.

TTA 상호운용성 시험 결과 재난 경보방송 신호

를 송출하면 채널 재검색시 KBS 방송을 못 보는 증

상이 나타나는 단말들이 상당수 발생되는 등의 문

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표준 단체,

단말기 제조사들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러한 상호운용성 문제는 추후 원활한 본 방송을 하

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방송사,

단말기, 표준화 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특

히, 소방방재청과의‘DMB 기술을 활용한 재난경

보 방송 전달체계 구축사업’결과 일반 수신기 확

산 유도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시험영역 개수 내용

위치맞춤형서비스 2 위치맞춤형서비스를위한요구사항

메시지표시 9 재난메시지를수신자에게표시하기위한요구사항

메시지처리 7 메시지표시여부를위한요구사항

FIG 처리 2 FIG 5/2 처리를위한요구사항

FIB 처리 3 FIB(Fast Information Block) 처리를 위한요구사항

이벤트처리 5 예상할수없는이벤트발생시처리를위한요구사항

<표 2> 시험 영역별 시험 항목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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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상파 DMB 단말기는 이동성, 양방향성이 보장

되는 개인형 단말기이므로 이를 소지한 개개인에게

직접적이고신속하게정보를제공할수있어재난방

송에 적합하다. 2009년 6월말 기준 단말기 누적판

매대수도 2,155만대를 기록하여 매우 효과적인 매

체로관심을끌고있다.

이러한지상파DMB를이용한재난경보방송에대

한 표준화는 2005년 5월에 TTA에서 실무반이 구

성되어 시작되었고, 2006년 12월‘지상파 디지털멀

티미디어방송(DMB) 재난경보방송’이 정보통신단

체표준으로제정되었다.

본원고에서는해당표준에명시된서비스요구사

<그림 8> 전국 실험방송 구성도

<그림 9> 실험방송 수신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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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송수신 정합 규격에 대해 살펴보고, 표준을 따르

는 송출 시스템, 수신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하였

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올해 송수신정합 시

험 및 전국 실험방송을 실시하였다. 전국 실험방송

을 수행함으로써 지상파 DMB 재난방송을 위한 표

준, 기술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서

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방송사, 단말기 제조사, 표

준화 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

적장치의뒷받침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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