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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또는 재난 상황 발생 경우, 정보의 전달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재난 경보를 위한 여러 시스템들을 개발하였고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합하기 위

해서 통합경보공유프로토콜을 표준으로 제정하였다. 그런데 이 표준은 XML을 사용하나 그 스키마를 함께 제공하지 않아 여

러기능을사용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생긴다. 이와 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본논문은표준을바탕으로 XML 스키마

를 도출한다.

1. 서론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또는 재난 상황 발생 경우 재

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

해야한다. 그래서재난정보의전달이소외되는곳이없도록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국내에서는재난경보를위한여러시스템들을개

발하였고 운영하고 있다[1].

하지만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

에 시스템간에 상호 연동하여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는 통합경보시스템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 Warning System)를 개발하여 운

영하고 있다.[2]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시스템의연구가 진행되고있다. 국내에서도 2010년 소방방재청 사업

으로 ‘이기종 경보시스템 간 상호연계체계 마련 및 국내경보 표준규격

제시‘ 과제를 수행하여 현존하는 시스템과 향후 개발될 이기종의 예보

경보 시스템들의 통합 경보 발령을 위해서 표준을 제정하였다[3].

표준에서 통합경보메시지의 형식으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사용하고 있으나, XML 스키마를 함께 제공하지 않아

XML DOM(Document Object Model), 유효성 검사(XML validation)

등의 기능을사용하는데어려움이있다. 본 논문에서는표준의문법과

예제(XML 인스턴스)를 바탕으로 XML 스키마를 도출하였다.

2장에서는통합재난경보네트워크의구성과 표준의범위에 대해서

서술한다. 3장에서는 통합경보공유프로토콜의 구성요소와 구체적인

구조를분석하고, 사용상에혼란을일으킬수있는스키마구조를명확

하게 표현하기 위한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표준프로토콜의문제

가 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표준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2. 통합재난경보네트워크 개요

1장에서 언급한 2010년 소방방재청 과제의 결과물인 ‘이기종 경

보시스템서버와통합재난경보게이트웨이연계프로토콜’ 표준에서

는 통합재난경보네트워크(IDAN: Integrated Disaster Alert Network)

를 제시한다. 통합재난경보네트워크는 인증 및 관리서버(ARM

Server: Authentication & Registration & Management Information

Server), 통합재난경보센터(IDAC: Integrated Disaster Alerting

Center), 통합경보발령시스템(Integrated Alert Issue System), 통합재

난경보게이트웨이(IDAN-G: Integrated Disaster Alert

Network-Gateway), 예ž경보 서버(IDAN-AS: Integrated Disaster

Alert Network-Alerting Server), 경보단말장치(IDAN-AT:

Integrated Disaster Alert Network-Alerting Terminal)로 구성된다

[2].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에서는 통합재난경보게이트웨이와

예ž경보 서버 사이의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그림 1 표준의 범위[2]

3. 통합경보공유프로토콜 분석

통합경보공유프로토콜(IDANP: Integrated Disaster Alert

Network-Gateway Protocol)은 메시지헤더(MessageHeader)와 메시

지바디(MessageBody)로 구성된다. 메시지헤더는 메시지의 종류, 메

이지 ID, 송신자 ID, 수신자 ID, 송신 시간, 인증 정보 등 메시지를 관

리하기 위한 엘리먼트를 가지고, 메시지바디는 실제 전송할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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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구체적인 구조는 메시지헤더의 <MessageName> 엘리먼트

의 값에 따라 변경된다. <MessageName>의 값에 따른

<MessageBody>의 구조는 표 1과 같다.

<MessageName> <MessageBody> 하위 엘리먼트

CONNECTION REQUEST Type

CONNECTION RESPONSE Result

REGISTRATION
REQUEST

Type
Content

REGISTRATION
RESPONSE

Result

ALERT DATA
TRANSMISSION

AlertMediaType
AlertID
Data
Priority
IssueTime
ValidTime

DATA REQUEST
Type
Data

DATA RESPONSE
Type
Data
Result

DATA ACK -

DATA REPORT

ReportTransmissionType
Type
Data
Result

KEEPALIVE -

표 1. MessageName에 따른 MessageBody의 구조

이와 같은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XML 스키마에서 엘리먼트

타입 이름을 정의하지 않은 형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림 2. MessageBody의 구조

그림 2와 같이 현재 표준화된 통합경보프로토콜도 이름을 정의하

지않은 형식을이용하여 XML 스키마로표현할 수있다. 그러나이와

같은스키마 구조는 <MessageName>에따른 <MessageBody>의 구

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IDANP 표준은 한네임스페이스(namespace) 내에서 같은 이름을

가지나, 세부 구조는 다른 엘리먼트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AlertData, DataRequest, DataResponse, DataReport는 모두 <Data>

엘리먼트를 가지나 <Data>엘리먼트의 구조 또는 내부 값의 의미가

다르다. 이와 같은 스키마 구조는 사용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MessageBody>라는 이

름이아닌 각메시지 종류에맞는엘리먼트를정의하고 10종류의 메시

지에 맞는 엘리먼트를 XML 스키마의 <choice>엘리먼트 아래 두어

논리적으로 명확한 구조를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MessageName>의 값이 ALERT DATA TRANSMISSION인 경우

<AlertDataTransmissionType>이라는 엘리먼트 타입을 정의할 수

있다. 중복 <Data> 엘리먼트의 경우는 <AlertData>,

<RequestData>, <ResponseData> 등으로 이름을 바꾸면 스키마의

문법과 의미가 명확해 진다.

4. 결론

본논문에서는 통합경보공유프로토콜의 XML 스키마구조를 분석

하였다. 현재 제정된 표준은 재난경보를 XML 형식으로 전달하지만

XML 스키마를제공하고있지 않아구조를명확하게파악하기힘들고

유효성 확인 등의 기능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준의 문법과 XML 인스턴스를 바탕으로 스키마를 도출한 결과

현 IDANP의 구조는 각 메시지 종류에 따른 메시지 구조가 논리적으

로명확하게구분하기어렵고, 중복된엘리먼트이름등이사용되고있

어 표준 사용 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명확한 표준을 위해서는 중복

된 엘리먼트 이름을 바꾸고, 구조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구분할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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