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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의 종료 및 디지털 TV 전환

에 따라 디지털 TV를 활용한 차세대 방송서비스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전국 방송을 시작으로 

현재 5000만대 이상의 수신기가 보급되어 있는 지상파 DMB 

(T-DMB: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서

비스 중 안전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재난 발생시 최단시간

에 관련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재난 시 방송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재난상황을 인지하여 Wake-up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국내 및 해외의 재난 경보 방송

시스템에 대해 검토하고 지상파 디지털 TV와 T-DMB를 통한 

차세대 방송서비스로 연구되고 있는 자동인지 Wake-up기술

에 대해 소개한다. 

Ⅰ.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인구, 그리

고 도시의 증가로 인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화재, 수해, 

지진 등의 자연재난이나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사회

적 재난이 증가하고 그 피해도 대형화 하고 종류도 다양화 되는 

추세이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1995년 한신·고베 지진, 2011

년 동북부지방의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 9.11

사건과 2012년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가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는 2002년 태풍‘루사’와 2003년 태풍‘매미’및 집중호우 등 잇따

른 자연재난과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등 인적 재난이 발생하였

다. 이러한 재난은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시킨다. 그

러므로 이와 같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

통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예측 및 국민들에게 재난 정보 전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1]. 현재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

여 재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매체 중 방송을 통한 재난 정보의 

전달은 커버리지가 넓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

로 전국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 다른 매체에 비해 가장 효

과적인 정보전달 수단이다. 또한 방송은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므로 재난 시 가장 신속하게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재난 정보를 전파 가능한 매체

이다. 미국, 일본 등의 해외에서는 이미 방송을 활용한 재난경

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2년도부터 아날로

그 TV와 라디오방송에 재난경보방송을 도입하여 시험 서비스

를 실시 중에 있다 [2][3]. 그러나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

날로그 TV 방송의 종료 및 디지털 TV로 전환함에 따라 디지털 

TV를 활용한 새로운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및 표준이 요구된다. 

지상파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또 다른 매체로 지상파 DMB 

(T-DMB: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DMB를 통한 재난 방송은 이동

성으로 인해 재난 발생시 TV를 시청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디지털 방

송 전환으로 인해 디지털 TV와 마찬가지로 T-DMB도 기존 재

난경보방송 시스템 및 표준을 대체할 새로운 재난경보방송 시

스템 및 표준이 필요해졌다. 

또한 지상파 재난경보방송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서는 디지털 TV와 T-DMB단말이 껴져 있는 상황에서도 강제

로 Wake-up할 수 있는 자동인지 기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지상파 디지털 TV및 T-DMB에서 재난

경보방송 시스템 및 표준의 일환으로 자동으로 재난신호를 인

지하고 단말기를 Wake-up하여 재난 메시지를 알려주는 서비

스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의 재난경보방송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 이후 Wake-up기능을 가진 지상

파 디지털 TV및 T-DMB 방송의 자동인지 재난 방송에 대해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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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난 경보 방송 동향 

2.1. 해외 재난 경보방송

2.1.1 일본 재난 경보 방송

일본에서는 아날로그방송에 사용되는 긴급경보방송시스템 

(EWS: Emergency Warning System) 이 1980년대 초에 개발

되어 1985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4][5]. EWS는 EWS전

용단말(TV, 라디오)에 부착된 전용 수신기를 통해 송출되는 경

보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경보음으로 방송하는 시스템을 말한

다. 방송국으로부터 송출되는 긴급경보신호에 의해 EWS용 전

용수신기를 작동시켜 대규모 지진과 지진해일 등의 재해 발생

의 예방과 피해의 경감을 위한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한다. 그

러나, 수신기가 부착된 특정 장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현

재 일본 내 보급률이 낮은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

복하고자 일본에서 몇 가지 종류의 재난경보수신기가 상업적으

로 생산되었다. NHK와 다른 상업 방송사업자들은 매월 1일에 

주기적으로 시험용 제어 신호를 전송하고 있다. <그림 1>은 재

난경보방송 시스템의 전송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방송국에

서는 평상시에 일반적인 프로그램 신호를 전송하다가, 재난상

황이 발생하면 제어신호생성기 (Control Signal Generator)를 

이용하여 제어 신호를 보내고, 제어신호가 프로그램을 대체하

여 전송된다. 재난경보 수신 기능이 있는 TV, 라디오 수신기는 

평상시에는 일반 프로그램 신호를 수신하다가 제어신호가 수신

되면 제어신호수신기가 프로그램신호수신기를 제어하여 경보

음을 발생시킨다. 

총리는 재난방송주관기관으로 NHK를 지정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역의 지상파 방송국 사업자들을 재난방송주관기관

으로 지정하였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중앙재난관리기구는 지

정된 중앙정부의 관리들로 구성된다. 중앙재난관리기구는 국가 

마스터 플랜으로 기본 재난 관리 계획을 조직하고, 그 플랜을 

실행한다. 현재 NHK는 일본 총무성을 중심으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각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를 수집하여 각

종 재난정보 전달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TVCML 

(Television common markup language)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기상청의 기상정보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국가 전체의 통합 재난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체제를 마련

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6].

EWS이외 또 한 가지의 긴급재난방송 시스템은 지진조기경

보시스템(EEWS: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이다. 

EEWS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에서 오직 지진 속보만을 

전달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이다. 진도 5이상 지진이 발생했을 경

우 EEWS시스템이 가동된다. EEWS의 특징은 별도의 수신전

용 단말이 필요 하지 않고 TV를 소유한 국민이면 누구나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표 1. IPAWS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기관 및 담당역할

연방정부기관 지원 역할

국토보안부	과학기술국	
연구,	개발,	테스트,	엔지니어링,	프로토

콜	개발,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인증

법무부
어린이	유괴	경보	(Amber	Alert)	발령	및	

협조

국방부	정보청,	백악관통신청,	

상호운영실,	백악관	상황실

국가구조지원,	요구사항	검증,	보안	검증,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	국가위기관리.

상무부	및	산하	기상청
메시지	발령,	기술	표준,	위험요인	모델

링,

연방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규	제정,	관련	제품	테스트

2.1.2 미국 재난 경보 방송

미국의 경우 국토보안부 산하의 연방재난관리청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통합재난경

보시스템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을 구축하기 위해 프로그램 본부를 설치하였다 [4][7]

[8]. IPAWS 프로그램의 비전은 미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한 신속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전달이다. IPAWS 프로

그램의 미션은 연방/주/ 지역 정부가 다양한 통신 수단을 사용

하여 해당 지역 사회에 통합적인 재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IPAWS 프로그램의 전략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재난 예경보를 위한 통합된 상호연계체계 구축 및 관리

○ 효과적인 예경보 서비스 제공

○ IPAWS 인프라의 내구성(Resilience) 강화

<그림 2>에서와 같이 IPAWS는 크게 재난관리기관과 재난경

보전달 기관으로 구성된다. 이 통합 시스템은 연방/주/지역 정

부관할의 재난관리기관으로 구성된다. 각 정부에 재난관리시스

템은 CAP(Common Alerting Protocol) 표준을 기반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재난관리 시스템은 재난관리기관에서 발령하는 경

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

하고 있는 대 국민 재난경보 시스템으로는 EAS(Emergency 그림 1. 방송 송수신 개념도

44 | 정보와 통신

주제 | 지상파 방송을 이용한 재난경보방송



Alerting System), CMAS(Commercial Mobile Alert 

System), 인터넷 서비스,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지역단위의 경보시스템이 있

다. EAS는 과거 냉전 시대부터 사용해 왔던 방송망을 통한 대

국민 경보시스템이다. CMAS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문자

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인터넷 서비스는 인터넷 웹 서비스를 

사용하여 일반인에게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NOAA

는 현재 미국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상과 관련된 재난경

보시스템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IPAWS를 위해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가 진

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도 효과적인 재난 경보 방송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국내 재난 경보방송

국내에서 재난 경보방송을 위해 제정된 표준으로는 T-DMB, 

디지털 유선방송, 그리고 디지털 위성방송 표준이 있으며 아날

로그TV의 경우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표준이 제정되었으나 디

지털 TV로의 전환이 완료되어 2012년 PG802 회의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9]-[11]. 

T-DMB 재난경보 서비스를 위한 표준은 2006년 12

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2012년 12월 12월 21일에 개정되

었다. T-DMB 자동 재난 경보 서비스 데이터는 FIC(Fast 

Information Channel) 를 통하여 전송되며, 서비스 지역을 

전국 및 지역 단위로 분할하기 위해 지역 코드를 사용한다. 

T-DMB 재난메시지 구조는 <표 2>와 같다.

표 2. T-DMB 재난메시지 구조

내용 비트 내용 비트

재난종류코드 24	비트 재난지역	수 4	비트

경보우선순위 2	비트 Rev. 3	비트

재난발령시간 28	비트 재난	지역 가변

재난지역형식 3	비트 단문 가변

T-DMB 재난경보 서비스 표준이 제정된 이듬해인 2007년 

11월 8일, T-DMB 재난표준과 국제표준인 ANSI J-STD-

042A-2007, Emergency Alert Message for Cable [12]을 국

내 디지털케이블방송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디지털유선방송 재

난경보 시스템의 표준을 제정하였다. 재난경보 메시지 형식은 

MPEG-2 table 형식을 따르며 T-DMB 재난메시지와는 달리 

재난구분을 위한 ID, 재난발령기관과 재난메시지 표시시간 및 

지속시간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디지털 위성방송 재난경보 표준은 보다 효율적인 재난경보 방

송을 위해 디지털 유선방송 및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방송의 

재난 코드 및 발령 기관을 참고하여 2010년 12월 23일에 제정

되었다. 기본적인 내용은 디지털 유선방송의 재난 표준과 유사

하며 재난메시지 형식 또한 유선방송의 메시지형식과 거의 동일

하다. 디지털 유선방송과 디지털 위성방송의 재난메시지가 재난 

경보방송을 위해 전송하는 정보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각 매체별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경보방송 표준을 제

정 및 개정하였으나 현재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을 위한 재난경

보 표준은 없는 상황이며, TTA산하 지상파방송 프로젝트그룹 

(PG802)에서 지상파 디지털 TV 재난경보방송 표준제정의 필

요성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Ⅲ. 디지털환경에서 재난경보 방송 

3.1. 지상파 디지털 TV재난 경보방송

3.1.1 개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지상파 디지털 

TV에 자동인지를 포함한 재난 방송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의 재난방송 시스템은 재난발령기관 (기상청, 소방방재청, 시·

도 지자체)에서 재난방송 요청하면 방송사가 송출을 한다. 최초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지진은 기상청, 나머지는 소방방재청, 그

리고 시·도 지자체도 필요에 따라 재난 상황을 전파한다.

그림2. IPAWS의 개념도

그림 3. 재난메시지 구조(유선방송/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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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주관사는 재난 발령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난 상황을 

일반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그림 4>는 지상파 디지털 

TV를 활용한 Wake-up재난 경보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여준

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방송 주관사는 송신기로부터 Wake-

up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기는 주기적으로 Wake-up신호의 유

무를 체크하다가 Wake-up신호가 검출되면 지상파 STB(Set-

Top Box)로 신호를 보낸다. 만약 지상파 STB가 꺼져있다면

Wake-up신호는 제어신호를 통해 지상파 STB의 전원을 ON한

다. 이와는 별도로 재난 메시지도 재난 방송 주관사의 방송 채

널을 통해 전송되고 지상파 STB로 신호를 보낸다. <그림 5>에

서와 같이 지상파 STB는 Wake-up신호와 재난 메시지를 전송

받아 TV에 전송한다. 지상파 STB는 TV신호를 제어하여 TV를 

ON/OFF, 채널의 강제 전환, TV를 원래 상태로 환원시키는 역

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상파 방송신호로부터 전송되는 재난 메시지를 TV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6>은 Wake-up 재난경보방송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지상파 STB는 Wake-up신호를 수신하면 시청자가 TV를 시청 

하고 있을 때와 시청하고 있지 않을 때의 두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의해 지상파 STB가 디지털 

TV상태를 확인 결과, 시청자가 TV를 시청하고 있다면 다시 두

가지 경우에 의해 재난 상황이 전파 된다. 첫번째 경우 시청자

가 타 방송국 TV를 시청하고 있다면 재난방송 주관사 채널로 

강제 전환하고 TV음향을 재난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높게 

변경한다. 두 번째 경우 시청자가 재난방송 주관사 TV를 시청

하고 있다면 TV음향만 변경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 의해 지

상파 STB가 TV상태를 확인 결과, 시청자가 TV를 시청하고 있

지 않다면 TV를 자동으로 ON하고 재난방송 주관사 채널로 강

제 전환하고 TV음향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STB는 재난

이 종료되면 수신 이전 상태로 TV 를 환원시키는 역할을 수행

한다. 

3.1.2 요구사항 정의

지상파 디지털 TV를 활용한 재난 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적인 사용자 요구사항과 시스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표 3. 사용자요구사항 정의

순번 내 용

1 재난경보방송시스템은	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재난경보방송이	해지될	수	있어야	한다.

3
재난경보방송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재난	발생	시	재난경

보방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난경보방송	종료	시	최초상태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5 수신기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6 방송신호에	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저전력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표 4. 시스템요구사항 정의

순번 내 용

1
재난경보방송	시험	데이터를	수신하면	시험중임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난지역	설정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재난	경보발생지역	정보	전송을	위하여	지역코드	사용이	가능

해야	한다.

4 서비스지역은	전국,	지역	단위로	분할	가능해야	한다.

5 수신기는	해당수신지역	코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 Wake-up 재난 경보 시스템 개념도

그림 5. 지상파 STB구조

그림 6. Wake-up 재난 경보 시스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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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내 용

6 입력된	수신지역	코드	변경이	용이해야	한다.

7
수신기는	재난경보방송	송출	여부를	항상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8 STB는	TV의	전원	켜짐/꺼짐	상태를	인식하여야	한다.

9 재난	방송	종료	후	이전	상태로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10
사용자가	재난경보를	인지한	후에는	채널	및	음향은	이전상태

로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11 재난경보방송	시간,	지속시간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2
사용자가	재난경보방송을	해지하였을	경우,	수신기는	동일	재난

경보방송을	무시하여야	한다.

3.1.3 Wake-up송수신 시스템 설계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지상

파 디지털 TV는 6MHz의 방송 주파수 대역을 가지며 실제로

는 NTSC에 대한 간섭 및 인접 채널에 대한 보호 영역을 고려하

여 점유 대역폭은 5.38 MHz이다. 따라서 디지털 TV채널 간의 

620 kHz의 활용 가능한 보호대역이 존재하며 이러한 보호대역

을 활용하여 Wake-up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3.2.2절의 요

구사항 정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Wake-up 긴급경보 방송 

시스템은 기존 디지털 TV 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최소 디지

털 TV 커버리지와 동일한 커버리지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또한 

Wake-up신호의 전송 전력도 디지털 TV 신호에 간섭 원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송출한다. 

Wake-up수신기가 실내 수신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는 높이 손실, 빌딩 투과 손실, 안테나 이득 손실과 같은 신호 

감쇄를 고려하여야 한다 [13]. 일반적으로 디지털 TV신호의 수

신감도와 최소 전계강도는 9m 의 실외 안테나를 기준으로 정의 

되어 있으며 UHF 대역에서 각각 -84 dBm, 약 41 dBuV/m의 

값을 가진다 [14]. 디지털 TV신호와 동일한 송출 전력과 커버리

지를 가정하면 Wake-up 신호의 전계강도는 <그림 8>에서 보

여주는 것과 같이 약 –4.65 dBuV/m 가 된다. 따라서 Wake-

up 수신기가 디지털 TV와 동일 커버리지에서 동작하기 위해

서는 디지털 TV 신호에 비해 약 45 dB 낮은 전계에서 동작 가

능한 수신기가 설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Wake-up 신호

는 디지털 TV신호에 비해 낮은 요구 CNR (carrier-to-noise 

ratio), 낮은 전송율의 가지지만 디지털 TV와 동일한 커버리지

에 해당하는 넓은 커버리지 영역에 서비스 가능하다. 

3.2 T-DMB재난 경보방송

3.2.1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 서비스 개요

지금까지 우리는 재난이 발생하면 TV나 라디오 등 전통적인 

매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매체는 지금까지 국민들

에게 재난정보를 알리는 중요하고도 충실한 역할을 담당해 오

고 있다. 이러한 방송망을 활용하는 경우 망 과부하 문제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재난정보 전달망 구축이 가능하여 전달시

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전달시간 역시 빠르다 [6]. 그러나 현재

는 이러한 방송망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을 청취하고 있

지 않으면 재난경보방송을 접할 수 가 없다. 따라서 TV, 라디오

를 시청하거나 청취하고 있는 동안에는 각 재난 관리 기관에서 

발령되는 재난경보방송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TV, 라디오를 시청하거나 청취하고 있지 않는 국민들은 그 사

실을 알 수가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의 경우 휴

대 및 이동이 가능하고 전원 및 방송 케이블을 필요로 하지 않

는 T-DMB 기술이 개발되어 2005년부터 전국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휴대폰 및 네비게이

터 형태의 T-DMB 수신 단말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

서나 T-DMB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휴대 가능한 방송이라는 

그림 7. 협대역 Wake-up 신호

그림 8. 전계 강도에 따른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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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인해 T-DMB서비스는 재난방송 전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T-DMB에서도 기존 방송과 마찬가지

로 시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난의 발생 및 대처 방

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의 지원을 받아 T-DMB를 시청해야만 재난정보 수신이 가능하

다는 기존의 T-DMB 재난방송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재

난발생시 자동으로 재난방송 신호를 인지하여 T-DMB를 시청

하지 않더라도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인지 T-DMB 재난방

송 서비스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15]. <그림 9>는 자동인

지 T-DMB 재난방송 서비스의 개념도이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방송 센터에서 재난방송 신호를 방송

국으로 전송한다. 재난 방송 신호는 재난 지역 및 재난 상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재난방송 신호를 수신한 방송국은 재난

방송 신호를 기존의 T-DMB 방송채널에 삽입하게 된다. 재난

방송 신호 삽입방법은 동일한 T-DMB 방송채널에 Spreading 

code로 확산된 Wake-up 신호와 재난 메시지 신호를 T-DMB 

신호와 별개로 전송하는 것이다. 수신기는 T-DMB 수신모드

가 동작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T-DMB 방송망을 통해 전달

되는 Wake-up 신호 유무를 체크하고 Wake-up 신호가 검출

될 경우 자동으로 T-DMB 수신모드를 동작시켜 재난 메시지를 

표출하고 T-DMB 방송으로 전환된다. 이때 수신되는 Wake-

up 신호와 재난 메시지 신호는 Spreading gain을 확보하여 

T-DMB 방송수신이 원활하지 않는 낮은 전계강도에서도 동작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내 및 수신안테나 미연결 등 T-DMB 서

비스의 정상적인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재난방송신호를 

인지하여 핵심적인 재난관련 정보를 표출하는 서비스가 가능하

다. 자동인지 재난방송 신호는 <그림 10>에서와 같이 송출기 외

에 동일채널 중계기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동일채널 중계

기의 커버리지 내에 발생한 소규모 재난 상황에 대한 국지적인 

재난방송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한정된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

의 경우 해당 지역만을 위한 자동인지 재난방송 서비스가 가능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 및 지역 맞춤형 재난방송 서비

스 제공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

에는 일반 데이터 방송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 경우 투표독려, 

미아찾기, 지역 혹은 국가적인 행사 등을 알리는 공공정보서비

스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방송이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놀이공원, 백화점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광고 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 광고의 경우 수신

기에서 수신 가/불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불필요

한 광고의 수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재

난방송 및 일반 데이터서비스의 수신이 가능할 것이다.

3.2.2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 기술 개요

자동인지 T-DMB재난방송서비스를 위한 재난 정보신호는 일

반 T-DMB신호에 추가적으로 삽입되므로 기존 T-DMB신호

에 간섭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재난 메시지 부가에 따른 

T-DMB 신호의 성능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최

소화하기 위해 재난방송 시스템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저전

력의 확산코드를 사용하여 재난방송을 송출하게 된다. 확산코

드를 사용하게 되면 협대역의 고출력 신호가 저전력의 광대역 

신호 바뀌게 된다. 이렇게 저전력의 재난방송 신호는 상대적으

로 높은 전력을 갖는 T-DMB신호에 매우 낮은 영향을 주게 되

므로 기존 T-DMB시스템에 대한 간섭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다. 그러나 재난방송신호의 전력 값은 재난 상황이나 시스템운

용 상황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수신단에서는 이렇게 확산

코드를 통해 전송된 재난방송 신호를 상관도 (correlation: 곱

그림 9.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 서비스 개념도

그림 10. 동일채널 중계기를 활용한 지역기반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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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 및 적분기로 구성) 검사를 통해 협대역의 기존신호로 복조하

게 되고 이를 통해 재난 상황 및 메시지 정보를 검출하게 된다. 

자동인지 T-DMB재난방송 서비스의 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난방송센터에서 재난발령정보를 T-DMB 방송국으로 보내면 

방송국에서는 재난방송정보와 재난제어신호를 재난방송 시스

템으로 보내게 되고 재난방송 시스템에서는 기존 T-DMB 전송 

신호에 Wake-up과 재난방송정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 신호

로 만들어 <그림 11>과 같이 중첩하여 송출하게 된다.

대기 상태에 있는 수신기는 재난을 인지하여 재난방송을 수신

하게 되고, 활성화 상태에 있는 수신기는 강제로 채널이 전환되

면서 재난방송 서비스를 수신하게 된다.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 서비스를 위한 송신시스템 구성

도는 <그림 12>와 같이 기존의 T-DMB 송신부에 Wake-up 

신호와 재난메세지 신호를 Spreading code로 확산하여 전달

부분이 추가된다. T-DMB 신호와 자동인지 재난방송 신호는 

IF/RF 레벨에서 합칠 수도 있고 디지털신호레벨에서도 합쳐질 

수 있다. 그리고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 서비스를 위한 수

신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3>과 같이 기존 T-DMB 수신부에 

Spreading code로 확산된 Wake-up 신호와 재난 메세지 신호

를 검출하여 기존 수신부와 연동하는 부분이 추가된다. 따라서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 시스템을 재난경보 매체로 활용할 

경우 국민들이 휴대하고 있는 T-DMB 단말기를 통해 재난경보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경보에 뒤이어 T-DMB 방송을 통해 재난상황에 따

른 대응방법과 발생 재난관련 상세정보 그리고 재난 발생 이후

의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전달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빠른 복구에 필요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Ⅳ. 결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이 증가하고 그 

피해도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일본 및 미국의 재

난 경보 방송 현황과 국내 재난경보방송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

한 디지털 전환 이후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상파 디지털 

TV및 T-DMB 방송의 자동인지 재난 방송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상파 디지털 TV및 T-DMB의 자동인지 재난 방송은 

꺼져있는 TV를 Wake-up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인해 재난 상황

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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