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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효과적으로 경보를 전달하면 재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경보 전달 채널을 다양화 하는 것이 경보 전달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경보시스템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경보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에 운영 중

인 CBS (Cell Broadcasting System) 재난문자방송 서비스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자동재난경보 시스템(이하 T-DMB 재난경

보방송)은 콘텐츠의 제한, 수신 기기의 제한, 단방향 서비스라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SS (Rich Site 
Summary)를 활용한 인터넷 기반의 수신자 맞춤형 재난경보 전달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사례를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작

성하여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계한 결과를 테스트베드를 구현하여 검증하였다. 제안한 시

스템을 활용하면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Effective alerts will drastically mitigate the disaster impacts. One wa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is to prepare multiple alert 
distribution channel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emergency alert distribution system that will solve the weaknesses of the 
current distribution systems, such as Cell Broadcasting System and T-DMB Automatic Emergency Alert Service. The weaknesses 
are: the limitation of message length, small portions of terminals that can receive and display the alert signal, and one-way 
communication service. To solve these problems, we propose an emergency alert distribution system over the Internet with RSS 
(Rich Site Summary) format. The system also has the capability of adaptive alert filtering according to the receiver characteristics.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RSS as an alerting format, and draw functional requirements satisfying use case scenarios. We 
designed the system only with major requirements and verified it on our test bed. Sending richer message contents through various 
receiving terminals, the system will achieve more effective emergency aler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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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보를 발령한다. 
효과적인 경보 전달을 위해 수신자의 상황에 맞는 채널을

통해 경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난 상황 발생 시, 개인은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호우경보 발령 시

재난문자전광판 근처에 있는 사람은 재난문자전광판을 통

해 경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실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재난문자전광판보다는 PC, TV, 휴대폰

등을 이용한 경보 전달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어떤 상황에

서도 수신자가 가장 적합한 채널을 통해 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경보 전달 채널을 다양화시키면 경보 전달의 효과

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1].
국민안전처, 기상청과 같은 경보발령 기관에서는 각 기

관의 특성에 맞는 경보발령시스템을 사용하여 경보를 발령

한다. 이 경보는 경보시스템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경보시스템에는 CBS (Cell Broad- 
casting System) 재난문자방송 시스템, 지상파 디지털멀티

미디어방송 자동재난경보 시스템(이하 T-DMB 재난경보

방송),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지진통보시스템,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RDS 
재난경보방송시스템 등이 있다[2]. 그 중 일반 수신자가 이

동 중에도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은 휴대용 단

말기를 이용한 CBS 재난문자방송 시스템과 T-DMB 재난

경보방송이다. 
T-DMB 재난경보방송과 CBS 재난문자방송 시스템은

재난문자전광판, 지진통보시스템 등 다른 경보시스템에 비

해 이동하면서도 경보를 수신할 수 있어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의 제약이 적다. 반면에, 두 시스템은 모두 90자로

글자 수 제한이 있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3]. 또한, 두 시스템이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도 있어 수

신자의 범위가 좁다. 두 방식은 모두 브로드캐스트 방식의

단방향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신자의 상황을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경보전달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경보시스템 중 특히 T-DMB 재난

경보방송과 CBS 재난문자방송 시스템이 가진 경보 내용

제약, 좁은 수신자 범위, 서비스의 단방향성의 제약을 보완

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의 수신자 맞춤형 재난경보 전달시

스템(Internet Emergency Alert Distribution System Adap- 
tive to the Receiver Characteristics, 이하 IEADS)을 제안한

다. 이 시스템은 웹 표준인 RSS(Rich Site Summary)를 활

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첫째,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링크를 제공하여 경보

내용의 제약성을 해결하였다. 둘째, 인터넷 기반의 재난경

보시스템이기 때문에 특정 수신기가 필요하지 않아 수신자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셋째, 수신자가 선택한 지역이나 경보

분류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전달하여 수신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는 전달하지 않는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

에서는 RSS에 대해 소개하고, 기존 활용사례를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IEADS를 설계한다. Ⅳ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

템의 구현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활용 사례 분석
  
RSS는 Rich Site Summary(또는 Really Simple Syndi- 

cation)의 약자로 1997년에 Dave Winer에 의해 개발되었다
[4]. 인터넷 사용의 확대로 여러 곳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생산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RSS는 다양한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원하는 정보를 찾기쉽게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웹 사이트의 RSS를 구독하면 웹 사이트에 직

접 접속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XML 기반 표준이기 때문에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RSS 데이터는 용량이 작고 빠르게 읽을

수 있어 모바일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용료부담이 적다. 사
용자는 RSS 리더를 사용하여 원하는 정보만을골라서 수집

할 수 있다. RSS 리더는 PC, 웹, 웹 브라우저플러그인, 모
바일 앱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RSS 문서는 피드, 웹 피드, 채널로도 불리며, 텍스트와

메타데이터를포함한다. 그림 1은 RSS 문서의 구조를 나타

낸다. 하나의 RSS 문서는 <channel>, <title>, <link>, 
<description>, <i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channel>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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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RSS 피드에 대한 설명이다. <title>은 피드 제목, <link>
는 채널에 연결되는 웹페이지, <description>은 해당 채널

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 각 <channel>은 여러 <item> 요
소를 가질 수 있고, 각 <item>은 하나의 글을 나타낸다. 
<item>은 <title>, <link>, <description>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channel>의 요소와 동

일한 역할을 하며, <link>에는 각 글에 대한 웹 페이지가

연결된다. 

그림 1. RSS 문서 예제[4]
Fig 1. An Example of RSS document

  
RSS는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상청에서 기상 정보에 대한 RSS를 지역 별로 제공

하고 있다[5]. 구독하고자 하는 지역의 RSS 주소를 RSS 리
더에추가하면 해당 정보가 업데이트될때마다 RSS 리더에

새로운 정보가 있음이 표시된다. 경보의 형태가 아닌, 기온, 
습도 등 기상 정보만을 배포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이하 NOAA)에서는 RSS를 이용하여 경보

를배포한다[6]. RSS 피드는허리케인, 쓰나미 경보 등 재난

유형별로받을 수 있다. 또는 특정주에 대한 정보만을받을

수도 있다. RSS 리더에 해당주소를추가하여 정보를 구독

할 경우, 연결되는페이지에는 상세 정보 페이지가 나타난

다. 그러나 재난 정보를 텍스트 형식으로만 제공하여 어느

지역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여러 지역을 추가하려

면 각각의 피드를 따로 추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미국뉴욕주에서는 NOAA와는별개로 경보를 RSS 포맷

으로 배포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7]. 뉴욕주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RSS 피드를배포한다. 첫번째는 NOAA에

서배포하는뉴욕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배포하는 것이다. 
두번째는카운티별로 경보를배포하는 것이다. 카운티별

경보를 RSS의 리더에추가하면 연결되는페이지는 재난 정

보를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지도 링크를 연결해두었

다. 하지만, 웹 표준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외부플러그인을

설치해야 지도를볼수 있으며, 컴퓨터를 제외한 스마트 기

기에서는 보기 어렵다.
본 장에서는 RSS를 소개하고, 활용 분야에 대해 기술하

였다. RSS는 원하는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 자동으로 알려

주기 때문에 RSS를 구독하면 정보를바로 전달받을 수 있

다. 또한, RSS 피드는 최초배포자가배포한 정보를 수신하

여 중간전달자가 필터링하여 재배포할 수 있다. 이러한 방

식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발령한 경보를 수집하여 수신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필터링하여 제공할 수 있다. 효과적인 경

보 전달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상황에 맞는 정보 전달이매

우 중요하기 때문에, RSS를 활용하면 수신자의 상황을 고

려한 경보 전달이 가능하다.  

Ⅲ. 인터넷 기반의 수신자 맞춤형 재난경보
전달시스템 설계

1. 시스템 아키텍처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EADS의 시스템 아키텍

처이다. 분야별경보서버는 기상청, 국민안전처 등 경보 발

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에서 발령하는 경보를저장하고

배포한다. IEADS는 다양한 경보서버로부터 경보를 수신하

여 수신자 개개인 또는 다른 경보시스템에 배포해주는 기

능을 수행한다. 경보를 수신하여 RSS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경보서버에서 표준화된 경보메시지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IEADS는 경보수집서버(Alert Aggregator)와 경보배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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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Alert Distributor)로 구성된다. 경보수집서버는 외부의

경보서버로부터주기적으로 경보를 수신하여저장한다. 경
보배포서버는 수신자가 선택한 정보만을 모아서 RSS 피드

로 배포해준다. 수신자가 IEADS에 자신이 수신하고자 하

는 경보의 종류를 입력하면, IEADS는 경보수집서버를 통

해 수집한 경보들 중 해당하는 경보만을 배포해준다. 
그림 3은 IEADS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다. 사용자는 수신자 맞춤형 경보 수신을 위한페이지에

loop

Alert Distributor Alert AggregatorDB Alert Server

 : User

1 : createCustomInfo()

2 : requestFilteredAlert()

3 : customizedAlertFeed

4 : requestAlert()

5 : alertFeed

6 : insertAlert()

7 : notifyNewAlert()8 : query()

9 : filteredAlert

10 : updateCustomizedAlertFeed()

그림 3. 인터넷 기반의 수신자 맞춤형 재난경보 전달시스템 시스템 시퀀스 다이어그램
Fig 3. Sequence Diagram of Internet Emergency Alert Distribution System Adaptive to the Receiver Characteristics

그림 2. 인터넷 기반의 수신자 맞춤형 재난경보 전달시스템 시스템 아키텍처
Fig 2. System Architecture of Internet Emergency Alert Distribution System Adaptive to the Receive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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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경보의 지역과 경보 분류, 긴급도를

선택하여 CustomInfo를 경보배포서버에 전달한다(1). 경보

배포서버는 이를 수신하여 DB에 해당하는 경보들의 필터링

을 요청한다(2). 필터링 된 결과를바탕으로 각 개인의 URL
로 경보피드를 생성한다(3). 경보수집서버는 경보서버에 경

보피드를 요청하고(4), 경보피드를 구독하여 새로운 경보가

발령됐을때 경보를수신할 수있도록 한다(5). 경보수집서버

는 새로운 경보가 발령되면 DB에 저장하고(6), 경보배포서

버에 새로운 경보가 발령되었음을 알린다(7). 경보배포서버

는 DB 질의를 통하여 CustomInfo에 해당하는 경보인지를

판단한다(8). 경보배포서버는 해당질의에의해필터링 된결

과를 수신하여(9) 각 개인의 URL의 경보피드를갱신하여 사

용자에게 새로운 경보가 발령되었음을 알린다(10). (4)에서

(10)까지의 과정을 반복하여 주기적으로 경보를 갱신한다.

2. 서비스 시나리오

IEADS를 구현하기에앞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 시나리오

를 작성하였다.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김OO는 부산 지역에 발생하는긴

급도가 가장높은 기상 경보만을 수신하기를 원한다. 김OO
는 컴퓨터를 사용 중일 때는 웹 브라우저로, 이동 중일 때에

는 스마트폰을 통해 경보를 수신하기를 원한다. 

3. 주요 요구사항

서비스 시나리오를바탕으로 도출한 수신자 중심의 재난

경보시스템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경보발령서버”는 발령한 경보를 관리하기 위해 서

버에 저장하여야 한다.
Ÿ “경보발령서버”는 발령하는 모든 경보를 RSS 피드

로 배포하여야 한다.
Ÿ “경보수집서버”는 주기적으로 경보발령서버의 RSS 

피드를 읽어 경보를 수신하여야 한다.
Ÿ “경보수집서버”는 수집한 모든 경보를 서버에 저장

하여야 한다.

Ÿ “경보배포서버”는 수신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RSS 
피드 URL을 제공하여야 한다.

Ÿ “경보배포서버”는 수신자가 원하는 정보(지역, 긴급
도, 재난 분류)를 입력받아 해당하는 경보만 전달하

여야 한다.
Ÿ “경보배포서버”가 배포하는 RSS 피드의 각 <item>

의 <link>에는 경보메시지 내용을 자세히볼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한다.
Ÿ “경보배포서버”를 통해 연결되는페이지에서는 지역

을 지도의 형태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 때, 지도는 웹

표준 기술만 이용하여야 한다. 즉,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볼 수 있어야 한다.
  

Ⅳ. 구현 결과

Ⅲ장에서 작성한 시나리오를 검증하기 위해 경보발령서

버와 IEADS를 구현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보를

그림 4. 수신자 맞춤형 경보 수신을 위한 UI
Fig 4. User Interface for Internet Emergency Alert Distribution System 
Adaptive to the Receive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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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포맷으로배포하는 경보발령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RSS 포맷으로 표준경

보메시지를 배포하는 경보발령서버를 설계하였다. 작성한

시나리오에 따라 경보발령서버에서 부산지역에 경보를 발

령하였다. 
그림 4는 수신자가 원하는 경보를 선택하는 화면이다. 지

역, 경보 분류, 긴급도를복수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설정

을 완료하면, URL 주소를 생성하여 RSS 리더에추가할 수

있게 하였다. 서비스 시나리오에따라 부산광역시, 기상, 즉
시(Immediate)를 선택하여 URL 주소를 생성하였다.
그림 5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경보를 수

신한 화면이다. 그림의좌측처럼제목이 보여 지고, 자세한

그림 5.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경보 수신
Fig 5. Receiving Alert through Smart Phone Application

그림 6.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한 경보 수신
Fig 6. Receiving Alert through Chrome expans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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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기 위해 웹 브라우저로 연결하면 우측의 페이지

가 연결된다. 
그림 6은 같은 경보를 크롬확장프로그램을 통해 웹 브

라우저로 수신한 화면이다. 새로운 경보가 발령되면 RSS 
리더에 표시되고, 상세한 정보를 위해 개별 경보를 선택하

면 그림 5의 우측 그림과 같은 페이지가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 폰을 통해 경보를 수신하였다. 기상 분

류에 속하고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긴급도가 가장 높은 경

보만 수신하였다. 또한, 구글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여 웹

브라우저의 자체기능만으로 지도상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T-DMB 재난경보방송

과 CBS 재난문자방송 시스템이가지고 있는 단점인 제한적

인 경보 내용, 수신자 범위 제약 그리고 단방향성 경보 전달

을 해결하기 위해 IEADS를 제안하였다. IEADS는 웹 표준

인 RSS 기술을 활용하였다. RSS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활

용하여 경보를 전달하는 활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활용 사

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IEADS를 설계하였다. 서비

스 시나리오를 통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실제로 구현하

여 이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IEADS은 경보 내용을 외부 페이지

로 연결하여 제한적인 경보 내용의 단점을 해결하였다. 
IEADS를 통해텍스트뿐만 아니라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경보 내용 길이에 제한이 없다. 두
번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 수신기에만 경보를

전달할 수 있어 수신자 범위가 좁은 단점을 보완하였다. 스
마트폰, 웹 브라우저등을 통해 경보를 수신할 수 있어 기존

의 경보시스템에 비해 수신자 범위가 넓다. 마지막으로, 
IEADS를 통해 수신자가 원하는 경보만 필터링하여 전달하

여 양방향성 경보 전달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수신자에게

불필요한 정보의 수신을 줄일 수 있다. 
IEADS는 최초 배포자가 배포한 정보를 수신하여 중간

전달자가 필터링하여 재배포할 수 있는 RSS의 장점을 활용

한 재난경보시스템이다. 중간 전달자이기 때문에 최초 배

포자인 발령기관에서 배포하는 경보에 의존적이라는 점이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 향후 발령기관에서 배포

하는 경보에 멀티미디어 정보를 포함하면 행동요령 및 대

피요령 등을 더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경보 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IEADS가 국민이 경보를 수신

하기 위한 경보 전달 채널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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