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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수신을 위한 스마트폰 FM 라디오 수신 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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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tivation of FM Radio Receive Chip in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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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진, 태풍, 호우등갑작스런자연재해는생명과재산을위협하기때문에정부는신속하고정확하게재난상황을전파하는것이중요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방송 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내장된 FM 라디오 수신 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는 국내 재난방송 체계와 매체별 재난방송 역할 및 한계를 분석하였고, 둘째는 스마트폰의 FM

라디오 수신 칩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Key Words : Natural Disasters, Disaster Broadcast System, Disaster Relay Broadcasting, Smartphone FM Radio Receiver 
Chips 

ABSTRACT

Sudden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typhoons, heavy rainfall, etc., which come without warning, often threaten our 
lives and property, so it is important to spread the disaster quickly and accurately. Thus, in this paper, we present a method 
for the activating of FM radio receiver chip embedded in smartphone to receive disaster broadcasting in case of disaster. 
One is to investigate the roles and limits in a domestic disaster broadcasting system and disaster relay broadcasting by media, 
and the other is to present the method for the activation of smartphone FM radio receiver chip by conduct an exper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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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과 8시 32분 각각규

모 5.1과 5.8의 지진이 경북경주에서 발생했다. 규모 5.0 이

상은 36년 만에 처음 발생했고, 규모 5.8은 국내 지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아님을전국민에게알려주는계기가되었고, 재난방

송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동시에 초기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방송과 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예측 및 재난정보를

정확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재난방송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법률로 지정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합재

난관리시스템(UDMS, Unifi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 KBS를 재난방송 및 재난

경보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했으며, KBS는 지상파TV, 라

디오, DMB, 온라인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 여러 매체에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다[1].

방송을 통한 재난정보의 전달은 커버리지가 넓고 재난발

생상황을실시간으로전국시청자에게전달할수있어다른

매체에비해가장효과적인정보전달수단이다[2]. 특히라디

오방송은 대부분 생방송이고, 제작이 간결하여 재난상황 발

생 시 전 국민에게 신속한 전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TV시청, 라디오청취는물론 SNS 등다양한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상황에서는 통신망을 이용하

는휴대전화망은정전등의이유로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

는 경우가 많다. 실제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시각에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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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부를묻기위해전화, 문자, 메신저등을이용했지만, 국

내대표적인메신저카카오톡의경우평소트래픽의 5배~10

배 급증하면서 시스템이 다운되었다. 이동통신의 경우 이동

통신 발신량과 문자메시지 발송량이 한때 평상시보다 20배

가량늘어시스템이긴급상황으로판단해호제어(call contro

l)1)에 들어가 통화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2010년 일본

대지진의경우에도대지진발생후피해지역은물론인근지

역에이르기까지휴대전화왕국일본에전례없는휴대전화

망 불통사태가 발생했다[3].

이처럼재난발생시휴대폰등이동통신매체는많은경우

무용지물이되기때문에재난상황을전국민에게신속정확

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이동통신 외 다른 시스템이 요구된

다. 따라서 재난발생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재난방송 수신을

위해가장적합한매체로평가되는라디오방송과대다수국

민이소유하고있는스마트폰의융합에관한연구가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

째, 국내 재난방송체계와 매체별 재난방송 역할 및 한계는

무엇인가? 둘째, 스마트폰의 FM 라디오 수신 칩 활성화를

위한분야별개선사항은무엇인가? 연구문제 1을 위해기존

선행연구와 문헌연구, 또한 법률 및 공공연구기관의 통계자

료와발제자료, 그리고석ㆍ박사학위논문등을참고하였다.

연구문제 2를위해라디오관련연구를진행해온교수, 정부

기관 기술연구원, 지상파방송국 기술연구원, 라디오방송국

PD 등라디오전문가를대상으로재난방송수신을위해스마

트폰의 FM라디오수신칩활성화에대한각분야별문제점

이 무엇인지 FGI(전문가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통해국내재난방송체계와매체별재난방송역할및

한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재난방송을 위한 한

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화된 스마트폰에 내장된 FM 라

디오수신칩활성화를위한분야별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국내 재난방송의 정의 및 현황

재난방송은재해및재난발생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

방송이고, 재난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

거나 줄 수 있는 위험한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 현상자체를

말하며, 재해란이러한자연현상으로인해실제로국민이입

은피해를말한다[4]. 또한방송사가사용하고있는주파수는

공공재로 사용권한은 국민에게 있으며, 정부는 대형재난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만한 재난이 발생

1) 호제어는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수용할 수준이 넘는 통화 및 문자메시
지 발신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이며 이동통신 이용자가 전화를 
걸었을 때 반응이 없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나오고 통신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할경우공공재인주파수를즉시재난방송으로전환해서사

용할 수 있다[5].

재난방송의 목적 및현행 법령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34

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재난방송사지정)에서는표 1

과같이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

업자, 종합편성사업자와보도전문편성사업자를재난방송의

무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구 분 방송사업자명 소계

지

상

파

방

송

사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지역 MBC(18), 한국교육방송공사
21

민영방송

SBS,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

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G1, 제주방송, OBS

11

지역 라디오 경인방송, 경기방송 2

종교방송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

원음방송
5

교통방송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교통방송 2

영어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3

국악전문 국악방송 1

보도전문 YTN라디오 1

공동체

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 금강FM방송, 문화

복지미디어연대, 광주시민방송, 성서공

동체FM, 마포공동체라디오, 영주FM

방송

7

소 계 53

방송채널사업자(보도) YTN, 연합뉴스TV 2

방송채널사업자(종편) 조선방송, JTBC, 채널A, MBN 4

DMB YTN DMB, 한국DMB, U1미디어 3

합 계 62개

표 1.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 2(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

사지정)에서는 KBS를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지정하고있

다. KBS는 재난방송등을위한인적ㆍ물적ㆍ기술적기반을

마련해야하며 정기적인 모의훈련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 3(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에서는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도시철도시설, 철도건설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철도시설(마목부터사목까지의시설은제외한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터널또는지하공간등방송수신장

애지역에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따른민방위경보의원활한수신을위하여라디오

방송및DMB 수신에필요한중계설비를의무적으로설치토

록하고있다. 또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재난예

보ㆍ경보의 발령 등) 6항에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또는네비게이션제조업자는재난의예보·경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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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사항이사용자의휴대전화등의수신기화면에반드시표

시될수있도록소프트웨어나기계적장치를갖추어야한다

고 2012년 개정했다. 즉, 재난을 수신하는 수신기의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 구현을 법적 의무화 했지만, 재난방송수신에

대한 의무는 없는 상태이다.

2. 재난방송 실시 체계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실

시에관한 기준에의해 재난방송실시는 표 2와같이 4단계

로 구분되어 있다[6].

단계 기상상황 기타

1단계 ∙기상 예비특보 발표 방송사 자율

2단계 ∙기상 주의보 발표

방송사 자율

(지진은 재난방

송실시)

3단계 ∙기상경보나 홍수주의보 발표 의무 실시

4단계

∙4개 이상의 방송권역에 기상특보 발표,

그 중 3개 이상방송권역에기상경보또

는 1개 이상 방송권역에 홍수경보 발표 의무 실시

∙기상상황이 호전되어 기상ㆍ홍수 경보

해제및주의보발표 :2차재난경계단계

종료 ∙기상특보 해제 방송사 자율

표 2. 재난방송 단계별 기준

재난방송은기상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요청에따라

시행하되원칙적으로풍수해의경우 3단계, 지진은 2단계, 지

진해일은규모 7.0 이상의해저지진이발생할경우재난방송

을요청하고방송사는의무적으로실시해야한다. 하지만심

각한재난이우려되는경우 2단계에서도재난방송을요청할

수 있다[4].

국내 재난방송(경보)체계는 재난상황을 인지한 기상청과

행정안전부의요청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는재난방송온라

인시스템을이용해각재난방송주관방송사와의무방송사에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재난방송을 의뢰한다.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는 재난방송 준칙과 재난방송 매뉴얼에 따라 방송을

실시한다.

3. 재난방송 시스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06년 구축한 재난방송온라인시

스템(EDBS)을 통합재난관리시스템(UDMS)으로 발전시켜

기상청, 행정안전부, 방송사와 연계하여 재난정보를 제공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CBS :

Cell Broadcasting System) 시스템을통해국민들에게휴대

폰으로 재난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민방위경보시스

템도운영하고있다[6]. 또한각시ㆍ군국립공원에는자동우

량경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세부적인 국내 재난경보시스

템 현황은 표 3과 같다.

시설명
주관

기관

관련

기관

정보제공

대상

사용

통신망

시스템

위치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방통위

기상청

방재청

방송사

TV,

라디오

시청자

xDSL
정부통합전

산센타

재난문자

시스템
방재청 이통사

2G휴대폰

사용자

이동

통신망
방재청

DMB

재난경보

방송시스템

방재청

자치단체

DMB

방송사

DMB

시청자

DMB

방송망
방재청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시/군국립

공원

전국 시/군

국립공원

주민,

행락객

VHF

CDMA

전국 145개

지구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시/군 읍/면/동

해당지역

주민
PSTN 해당 시/군

민방위

경보시스템
방재청

전국

자치단체
전국민 전용 회선

민방위

통제소

지진·해일 경

보시스템
기상청

방재청

시/군/구
전국민

무궁화

위성
기상청

표 3. 재난경보 시스템 현황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은기상청으로부터지진및지진해일

정보를, 소방방재청의 재난통합통보시스템(DITS)으로부터

기상재난및사회적재난, 인적재난정보를수신받아각방

송사로재난방송을요청하고있다. 즉, 시ㆍ도등유관기관과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전국 180여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

가상호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연결되어있다[7]. 동

시에컴퓨터와휴대폰 LMS(Long Message Service, 장문메

시지서비스) 문자를 통해 재난방송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이전달된다. 또한지진등재난상황에따라자동자

막방송 송출시스템이 운용되기도 한다.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는국가재난방송을선도하기

위해 차세대재난방송시스템을 2012년부터 3년간에 걸쳐 단

계적으로개발, 구축하였다. 이시스템은뉴미디어시대에맞

게지상파TV, 라디오, DMB 등전통매체는물론SNS, 스마

트폰 등에도 운용되고 있다.

또한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는 휴대폰 사

용자의지역에재난상황발생시재난정보를문자로발송하

고 SMS 방식으로 수신된다. 전국 또는 해당지역 가입자에

게동시에전달할수있기때문에재난상황을신속하고효율

적인 전달이가능하다. CBS는 2004년 시범서비스를시작하

였으며, 2013년 이후에나온 4G LTE 가입자는정상적인서

비스를 받고 있다.

재난문자시스템의경우 실제폭우, 지진 등 재난 발생시

시스템의오류및운영미숙으로정확한정보를제공하지못

한경우가많다. 실제로 2016년 9월부산에폭우가내렸을때

10분 동안 100건이 넘는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2016년 7월

울산지진발생때는잘못된정보가담긴문자를 20분이나지

나서 발송하는 등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8]. 재난문자시스템은전국민에게친숙한문자메시지를이

용해서 재난상황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현재 국내 재난방송

체계중가장신속하고정확하게국민에게전달하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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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동송출방식이 아닌 담당자가 입력

하는방식이며, 또한 3G 가입자는재난문자를받을수없기

때문에 반쪽 시스템이다.

4.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

현행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는재난방송을위해전파수신

이되지않는터널및지하장소등에지상파DMB와라디오

방송수신을위한여건을보장하도록규정되어있다. 2015년

12월방송통신위원회는전국도로, 철도터널, 지하철지하공

간등 3,026곳을전수조사한결과표 4와같이재난방송주

관방송사인 KBS를 기준으로 터널 내에서 방송신호가 불량

한 곳이 지상파DMB는 2,528개소(83.5%), 라디오 FM은

2,650개소(87.5%)라고 발표했다. 도로 터널은 라디오, DMB

모두 90%이상수신불량, 또한철도터널의경우 98%가수

신불량으로 조사됐으며, 상대적으로 지하철은 수신불량 지

역이 5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번

호
구분

①

터

널

수

KBS DMB KBS 라디오

총설치

중계기

대수

ⓐ

수신

양호

ⓑ

수신

불량(%)

ⓒ

수신

양호

ⓓ

수신 불량

(%)

ⓑ+ⓓ

계 3,026 498 2,528(83.5) 376 2,650(87.5) 5,178

①
도로

터널
1,669 155 1,514(90.7) 82 1,587(95) 3,101

②
철도

터널
621 7 614(98.9) 12 609(98.1) 1,223

③ 지하철 736 336 400(54.3) 282 454(61.7) 854

표 4. 재난방송 수신환경 전수 조사 결과

이와 같이 의무가 있는 터널 및 지하 공간조차도 80%가

넘는지역에서재난방송청취가불가능한것은국내재난방

송에 대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재난

수신기에대한의무조항이없는상황에서수신율이 100%가

된다고 해도 실제 재난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Ⅲ. 재난방송의 역할 및 한계 분석 

1. TV방송의 재난방송 역할 및 한계

1.1 역할

TV방송에서 자동자막방송은 지진 내륙 3.0 이상, 한반도

부근해역 3.5 이상, 지진해일주의보 7.0 이상/경보 7.5 이상,

호우경보, 대설경보, 돌발재난등이발생할경우자동으로자

막방송문안을생성하여지상파방송사(KBS,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에 구축되어 있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으로 전

송된다. 이러한 자막방송은 기상청 및 행정안전부(소방방재

청)가 긴급 재난상황을 인지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동송

출자막시스템이 각 방송사에 CG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

로 문구가 생성된다. 과거에 각 방송사가 업무 절차에 따라

자막방송을생성할때 10여분이상소요됐으나, 자동자막송

출시스템도입후 1-2초 내에송출함으로써재난에대한신

속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7].

또한 KBS는 재난상황 발생 시 방송국 송출장치를 통해

재난지역의 상용 DTV 수신기를자동으로 켜서재난방송채

널로 변경토록 하여 재난상황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는

DTV 긴급경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DTV 긴급경보수신시

스템은방송국에서송출된긴급신호를수신할수있는수신

부와 TV를 제어하는 제어부로 구성되며, 수신된 데이터를

통해 꺼져있는 TV를 켜서 재난채널로 변경하거나, 기존 시

청 중인 채널을 재난방송채널로 전환시켜 국민들이 재난방

송을시청하도록되어있다[2]. 하지만 DTV 긴급경보시스템

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DTV 지상파를 직접 수신해야 하며

또한 별도의 수신기를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재난방송으로

제약이 많다.

1.2 한계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

어 SNS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라 미디어 이용행태가

변화하였지만, TV 이용도는 현재도 가장 높고, 이용시간도

가장많다. 하지만매년이용도와이용시간이지속적으로하

락하고있으며, 생활양식은외부활동증가로복합화, 세분화

됨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용자(constantly moving

user)의 특성을보이고있다[5]. 즉, 미디어이용행태가고정

형태에서이동형태로변화하고있다. 따라서재난관련정보

전달및공유방식이기존고정매체인 TV를넘어이동매체

인 스마트폰 및 DMB, 라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및 기기를

이용한재난전달체계와수신체계에대한논의필요성이커

지고 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한가롭게 집안에

앉아서 TV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수신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텔레비전을 이용한 재난방송의 한계점이다.

2. 지상파DMB의 재난방송 역할 및 한계

2.1 역할

2005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지상파DMB는 이동

중휴대하면서 TV를수신할수있을뿐만아니라라디오방

송, 파일다운로드, EPG, 실시간교통정보등을수신할수있

다. 이동중TV시청이가능하다는특징으로재난전파에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난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로인한재난상황에서일본의원세그(One-seg)의 역할이널

리알려지면서이와유사한DMB의재난방송에대한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난상황 발생 시, 시청 중인 DMB 방송

의 중단없이 데이터채널을 통해재난 관련정보를 수신하

도록 2006년 기술 표준화가이루어졌고, KBS는 2010년 8월

전국 DMB재난경보데이터방송이라는이름으로서비스를시

작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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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국 DMB재난경보데이터방송은 DMB를 시청하

고있지않으면재난방송을수신할수없는치명적인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

을받아재난발생시자동으로재난정보를제공해주는자동

인지재난방송서비스개발이이루어져, 재난상황발생시방

송국은재난방송신호를기존 DMB 방송채널에삽입하게되

며, 수신기는DMB 수신모드가작동하지않더라도주기적으

로 DMB 방송망을통해전달되는Wake-up 신호유무를체

크하고, Wake-up 신호가검출될경우 DMB 수신기를동작

시켜재난메시지를표출하고재난방송으로자동전환된다[2].

2.2 한계

자동인지 지상파DMB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방송을 수신

하기 위해서는 DMB 내부에 별도의 수신장치가 필요한데,

현재 DMB 수신기제조사의 저조한참여로 인해일부 내비

게이션 단말기에만 탑재되어 극히 일부만 재난정보를 수신

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는 지원하는 단말기가 없어 제조

사의적극적인지원없이는수신기확대가불가능한실정이

다[11]. 더 큰 한계점은 2015년 정보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상파DMB 이용형태분석보고서에따르면이용률은 2011년

22.2%에서 2015년 18.9%로 3.3% 감소했으며, 전혀 안 본다

는 비율도 2011년 77.8%에서 81.1%로 증가했다. 그리고 해

외에서생산된이동형단말기에는이용할수없다는단점도

있다.

3. 라디오방송의 재난방송 역할 및 한계

3.1 역할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정전범위가 광범위하여 TV 시

청이곤란한지역이점점확대되어가는가운데충전식라디

오등이등장하여쉽고편한방법으로재난상황관련정보를

얻게 되었다. 재난 당시 일본의 24개 시(市)ㆍ정(町)에서는

29개의 임시 FM라디오방송국이 개설되었으며, 가장 빨리

개국한 곳은 재난 당일에 개국하였다. 지진 발생 초에는 피

난소에서 얻은 피해자 명부나 안부 정보제공, 라이프 라인

(전기, 가스, 수도, 전화)정보, 식수, 음식물 등 지원물자 배

포정보등을중심으로방송하였고, 그이후에는급식과급수,

입욕시설 등의 구원정보, 도로, 점포 등의 재개정보, 가설주

택이나의연금수령수속등의행정기관의정보도제공받게

되었다[12].

이처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무료

보편적서비스인라디오는오래전부터재난정보를신속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재난 발생지역 및

재난 발생 직후는 통신시설, 특히 무선통신(휴대폰)이 정전

등으로 마비되기 때문에 라디오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3.2 한계

긴급 재난지역에 재난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매체는 라디오임에 틀림없으나, 점차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

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방송매체이용형태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라디오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1년

14.8%, 2012년 12.5%, 2013년 11.5%, 2014년 9.5%, 2015년

8.9%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또한라디오보유현황은

라디오 전용 수신기(컴퓨터 제외) 보유율 보다 차량에 내장

된 라디오 보유율이 높게 나왔으며, 전용 수신기 보유율은

2012년 32.4%, 2013년 29.1%, 2014년 25.7%로 감소하고 있

다[[13].

4. 스마트폰의 재난방송 역할 및 한계

4.1 역할

스마트폰보유율 78.8%로(2015년조사기준) 가장보편적

인개인매체로자리잡은스마트폰은지금까지등장했던어

떤개인미디어보다강력한지배력을나타내고있다. 20대와

30대가주보유층이었던스마트폰보급초기와달리 2015년

조사에서는 40대와 50대의 보유율이 80%를 넘어 스마트폰

은이제국민매체로확고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또한매

일미디어를이용하는빈도는 10대와 20대는 TV, 라디오, 신

문과같이전통미디어이용률은낮지만스마트폰이용빈도

는 82.2%와 88.1%로 높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여전히 TV

비중이압도적으로높아연령에따라다른특성을나타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방송매체이용형태조사보고서

에따르면주 5일 이상이용하는매체에대한조사결과,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TV, 라디오, 신문, PC/노트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스마트폰만

유일하게 2012년 52.6%, 2013년 65.8%, 2014년 70.8%, 2015

년 73.7%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대지진발생시, 유선전화약 90만회선, 이동통신기

지국 5,000여 개가 서비스장애를일으켰고, 도쿄및주변지

역에서는 400만 가구의 통신이 두절되었다. 그 공백을 빠르

게매운것은SNS와 VoIP등인터넷기반서비스이다[3]. 재

난발생당일도쿄에서는초당 1,200개의트윗이생성되었으

며, 일주일사이에전체블로그링크의 64%, 트위터뉴스링

크의 32%, 유튜브뉴스동영상의상위 20%가대지진과관련

된것이었다. 즉, 지진발생후트위터와페이스북등 SNS가

TV와라디오방송과결합되어대량의정보를실시간으로전

달하는 보완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이

다[14].

일본 대지진을비롯해아이티지진, 뉴질랜드크라이스트

처치 지진, 호주 태풍 야시, 미국 토네이도 등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재난발생에서 SNS는 즉각적으로

경보를 발송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사회가

도울수있도록적극활용되었다[15]. 이는스마트기기의이

동성 및 위치기반의 실시간 특성이 작용한 것이며, SNS의

확장성 및 공유성의 특성이 만들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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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계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

하지만, 방송은 RF(Radio Frequency) 기반이며 통신은

IP(Internet Protocol) 기반으로 근본이 다른 기술임에 틀림

없다.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며, 커버리지가 넓고, 통

신은원칙적으로유료서비스이며커버리지가상대적으로좁

다. 무엇보다가장큰차이는 QoS(Quality of Service) 보장

여부이다. 재난 및 위급상황에서 접속 불가 및 끊김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재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

을 것이다.

지난 2013년 보스턴마라톤당시결승선직전에서폭탄이

터져다수의사상자가발생했으며, 사고당시네트워크서비

스는마비됐고, 휴대전화는불통되었다. 여러언론사에서보

도했듯이이동통신사들이원격기폭으로인한추가폭탄테

러를방지하기위해일부러네트워크차단조치를취한것인

지, 통신사들의 주장에 따라 현장에 있던 다수의 시민이 동

시에 네트워크에 접속하면서 발생한 트래픽 과부하 문제인

지알수는없지만, 중요한사실은사고현장과외부와의통

신은 단절됐고 정보를 전달할 수단은 없었다는 것이다[16].

또한국내에서는지난 2016년 9월경주에서규모 5.8 지진이

발생함과동시에통신이폭주하면서문자와전화그리고무

선 데이터까지 다운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그리고방송사및 SNS 사용자는재난상황발생시각종

SNS로쏟아지는제보가운데허위가아닌실제정보를신속

하게선별해서공유및전파해야하나긴박한상황에서현실

적으로 구별해 내긴 쉽지 않다. 또한 재난발생 지역에서는

단전, 통신망의마비등으로 SNS와스마트폰등스마트미디

어가초기재난경보전달을위한주수단으로활용되기어려

운 것은 스마트미디어의 가장 큰 한계점이다.

Ⅳ.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개선 방안

재난방송에 가장 적합한 매체는 이동형으로 넓은 방송권

역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생방송임으로 신속한 재난방송으

로의전환이가능한라디오방송임에틀림없다. 하지만라디

오의관심및이용률은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는반면재난

상황에 취약한 이동통신서비스(스마트폰)는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전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용 빈도

가매우높은스마트폰을필수매체라고생각하고있기때문

에재난상황에서도그에맞는역할을해야할것이나, 현실

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FM 수신 칩을 활성화해서 스

마트폰에서라디오를직접수신할수있다면, 라디오의장점

과 스마트폰의 장점이 결합되어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가

장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수신매체가될것이

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필요한 개선사항을 분석해 본다.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재난방송 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의 FM 라

디오 수신 칩 활성화에 대한 각 분야별 문제점이 무엇인지

학계, 정부및지상파방송기술연구원, 지상파방송 PD 등라

디오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또한 FGI를 진

행할수없었던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정부담당공무

원의 의견은 2016년 11월 21에 진행된 재난경보방송으로서

스마트폰의 라디오 직접수신 의무화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

제된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에 맞게 반영하였다. 설문 및 토

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표 5와 같다

구분 1 구분 2 직급

학계 A 교수(미디어 학자)

학계 B 교수(미디어 학자)

정부 연구기관 C 기술 연구원

정부 연구기관 D 기술 연구원

지상파방송 기술연구소 E 기술 연구원

지상파방송 PD F 라디오 PD

지상파방송 PD G 라디오 PD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H 실장

삼성전자 I 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J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K 과장

표 5. 조사대상 전문가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전에

전화 및 미팅을 통해 연구방법 및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본

설문지는 2016년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30일동안메일

을 통해 진행하였다.

항목 내용

법률

개정

부분

현 법률적 문제점 및 개정 부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경우 문제점

단말기

제조

부분

FM라디오칩활성화에따른스마트폰의기능상문제점

해외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의 경우 의무적으로 활성화

할 경우 문제점

이동

통신

부분

FM 라디오 칩활성화할경우통화및 데이터품질관

련 문제점

FM라디오칩활성화할경우데이터소비관련문제점

방송 부

분

FM라디오칩활성화될경우실제재난발생지역에서

는 스마트폰의 라디오 기능을 이용한 재난방송 수신

가능 여부

재난방송의 제작방식 및 제작 포맷 변경 관련

기타 기타 의견

표 6. 설문 항목

2. 분석 결과

2.1 법률적 측면

(1) 스마트폰에내장된 FM라디오수신칩활성화를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① 수신 칩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정부의 정책수립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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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며, 그에 맞게 재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방송통신기본발전법의재난방송관련조항에 FM수신칩을통한

라디오 수신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함”(미디어 학자, B 교수)

“정부의 FM라디오활용방안에대한정책수립및법제화필요”(기

술연구기관, D 연구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3(재난방송의수신시설의설치)에 따

라재난방송수신을위한설비는의무적으로지정되었지만, 시행강

제조항은없으며또한현재재난방송으로지정된지상파DMB와라

디오 수신기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조항)은 없음.”(지상파방

송국 연구소, E 연구원)

② 정부의 의지와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방송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동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단말사업자들의 실행의지가 중요”

(미디어 학자, A교수)

“스마트폰의 FM수신칩의활성화는통신사및단말제조사의선택

사항으로현시점에서활성화하기에는뚜렷한명분이없어보임. 이

를 위해서는탑재된수신칩을사용하여제공할수있는서비스및

애플리케이션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하여 수익모델이 제시

되어야할것임. FM을이용한재난방송이명분이확실한서비스로

보이며관련정책및홍보가필요해보임”(기술연구기관, C연구원)

(2) 스마트폰에내장된 FM라디오수신칩활성화를의무

적으로 시행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

①스마트폰에라디오수신칩활성화를의무적으로시행

한나라는없으며, 국내도쉽지않다는의견을보였다.

“미국, 영국등도정책적으로의무화한국가는없으며, 국내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지상파 라디오, G PD)

“연방재난관리청(FCC), 전미방송협회(NAB)는 FM 기능 의무화

요구에 대해 강제사항이 아니라 시장자율의 영역이라고 발표”(과

학기술정보통신부, J 과장)

② 법적 강제조항보다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제조사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

이 많았다.

“이통사업자 및 단말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 됨”(미디어 학자, A

교수)

“이통사업자의 저항과 단말기 가격 상승 우려”(미디어 학자, B 교

수)

“해외업체의단말기에라디오기능탑재를의무화하기어려움”(방

송통신위원회, K 과장)

③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기술장벽으로무역마

찰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무역마찰, 기술발전및사업자자율성저해우려가있음. DMB 및

카메라촬영음기능탑재의무화를추진하였으나, 무역마찰이우려

된다는이유로추진되지못했던사례가있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J 과장)

2.2 단말기 관련 측면

(1) 스마트폰에내장된 FM라디오수신칩을활성화할경

우 스마트폰의 기능에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가?

①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에 수신안테나 정

착 때문에 디자인이 제약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의의견은이미국내외에서출시되고있기때문

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디오 수신안테나 정착으로 인한 설계 및 디자인 변경 가능”(미

디어 학자, A 교수)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미디어 학자, B 교수)

“제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조원가 증가로 경쟁력이 하락될 것이며,

또한 안테나 추가로 디자인에 제약이 많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외출시되고있는스마트폰특히저가폰에 FM라디오

수신 칩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원가 증가 및디자인 제약

은 제조사의 핑계로 보임”(지상파 라디오, G PD)

“현재 제조사의결정에따라 FM 라디오 기능이 탑재된경우 정상

이용이 가능하며, 이통사가 고의로 비활성화 조치를 하고 있지 않

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H 실장)

②안테나접속단자추가등으로방수기능제한및FM수

신을 위한 메인칩과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야 한다.

“FM 수신기능을 제공하는 칩에는 수신안테나와 신호를 복원하는

증폭기, 튜너, FM복조기등이 CPU에포함되어있으나, 수신칩이

있어도메인칩과의인터페이스가구성되어야수신가능함(장착여

부, 구성방법은모델별로상이). 또한국내는 DMB가있으나 DMB,

FM수신 겸용 칩이 없기 때문에 개발 및 테스트할시간이 필요함”

(삼성전자, I 과장)

“안테나 접속단자 추가로 방수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방송통신위

원회, K과장)

(2) 해외에서생산된스마트폰의경우의무적으로활성화

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가?

① 해외에서 생산된 폰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해외 제조

사에서 활성화후판매하면 큰문제가없겠지만, 해외

제조사가 활성화를 막고 국내에 제공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해외에서생산되어국내에유입되는스마트폰의경우에 FM 의무

탑재를요청해도문제는없어보임. 이미통신칩에하나의모듈로

내장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어문제가되지않을것같음”(기

술연구기관, C 연구원)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문제가 없을것으

로 생각함”(미디어 학자, B 교수)

“해외 사업자가 활성화를 막고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활성

화가 불가해도 도리가 없을 것임”(미디어 학자, A 교수)

(3) 기타 단말기 관련 의견

“삼성, LG 폰은 이어폰이 안테나 기능을 수행하고, 아이폰은 안테

나기능이없음. 또한 <RF회로-FM모듈-메인칩>의경우삼성, LG

내수용은 미 연결, 미국에는 통신사 요구로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결, 애플은 모두 미 연결”(과학기술정보통신부, J 과장)

“라디오수신칩을활성화하려면회로설계등추가비용이발생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방송통신위원회, K 과장)

“재난방송신호에의한대기상태에서도방송활성화될수있도록워

크업기능및이어폰없이도라디오를수신할수있도록내장형안

테나 필요”(지상파방송국 연구소, E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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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동통신 관련 측면

(1) FM 라디오수신칩을활성화할경우통화및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가?

①일부단말기에서활성화되고있기때문에통화품질관

련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화 및 데이터 품질에 영향이 없음”(기술연구기관, C 연구원)

“통신사와상관없으며, 국내외중저가폰에이미탑재되어출시되고

있기때문에, 데이터또는통화품질의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지

상파 라디오, G PD)

“RF로 수신하는 라디오와 통화 및 데이터 품질은 무관”(지상파방

송국 연구소, E 연구원)

(2) FM 라디오수신칩을활성화할경우데이터소비관

련 문제점은 없는가?

① 기존에 데이터를 이용한 스트리밍서비스로 라디오를

청취한 사람이 RF로 라디오를 수신할 경우 이동통신

사의 데이터 이용은 줄어들 것이고, 통신사의 수익은

일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통신사의 데이터 비즈니스는 감소 예상”(미디어 학자, A 교수)

“통신사는통화와데이터품질문제보다데이터소비감소로인해통

신사 수익감소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고 있음”(지

상파 라디오, G PD)

② 실시간 스트리밍서비스로 라디오를 청취하지 않기 때

문에소비자는데이터부담이줄어들것으로전망하였다.

“소비자입장에서는스트리밍서비스의데이터사용이줄게되어이

익이 될 것임”(미디어 학자, B 교수)

“데이터를사용하여앱을통해라디오를듣는청취자들에게무료로

라디오를청취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으며, 앱을통해라디

오를듣는청취자들에게는데이터비용을다소줄여주는효과가기

대 됨”(기술연구기관, C 연구원)

“데이터소비가줄어들어소비자부담이적어질것임”(지상파라디

오, F PD)

③라디오스트리밍으로인한데이터소비는미미한수준

일 것이다.

“스트리밍으로라디오를수신하는경우데이터소비는미미한수준

임”(통신사업자연합회, H 실장)

2.4 방송 관련 측면

(1) FM라디오수신칩이활성화될경우실제재난방송지

역에서스마트폰의라디오기능을이용한재난방송수

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가?

① 실제 재난발생 시 재난지역에서는 이동통신망은 정전

등으로 마비될것이고, 또한 국민대부분이 가지고있

는스마트폰을의지하게될것이기때문에재난방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동통신망은 홍수 및 태풍 발생 시 무용화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임”(미디어 학자, A 교수)

“정전, 고립상태와 같은 치명적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한 재난정보

원이 되어 큰 도움이 될 것”(미디어 학자, B 교수)

“도움이될것으로사료됨. 일본쓰나미사례를보더라도라디오가

재난현장의사람들에게실제적인도움이되는것을보면누구나가

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FM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면 재난상황에서

저전력으로장시간재난상황을스마트폰의 FM수신기능으로대응

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하지만 FM의경우, 아날로그라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M뿐만이 아니

라 DAB+와 같은 디지털라디오방송을 같이 병행하여 재난방송을

제공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됨”(기술연구기관, C 연구

원)

“스마트폰보급률이거의 100%에가깝기때문에재난발생시국민

들이 가장 의지할수 있는 정보통신수단임. 특히 재난 시에 무선

인터넷사용이어렵게될경우지상파를활용하는 FM라디오는큰

도움이 될 것임”(지상파 라디오, F PD)

“재난발생지역에서는 가장 적합할 수 있음. 평소 스마트폰을 이용

한 라디오 청취가 활성화되고많은 국민이 인지할 수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지상파 라디오, G PD)

“자연재해등재난발생시안정적으로재난방송수신이가능하며,

별도의 라디오가 불필요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K 과장)

“이번 9.12지진사례에서보았듯이데이터통신은긴급상황에트래

픽 과부하로 국가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반면 FM 라디

오는수신환경조성의무화등으로음영지역이적어긴급상황발생

시 수신 가능성이 높음”(방송통신위원회, K 과장)

(2) FM라디오칩활성화에따라재난방송의제작방식및

제작포맷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① FM 라디오 수신문제이기 때문에 제작방식 및 포맷은

크게 변화가 없고, 오히려 재난지역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FM은 아날로그방식이라 제작방식 및 포맷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기술연구기관, C 연구원)

“라디오의경우생방송으로진행되고있기때문에제작방식은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봄. 오히려 재난발생지역과 실시간 소통이 가

능할 수 있음”(지상파 라디오, G PD)

②재난지역에실시간다양한정보를제공해야하는데라

디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워크업 기능 및 데

이터, 사진등을수신할수있는다양한기술이추가적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단순한 FM 라디오 수신만으로는 큰변화가없을것이나하이브

리드방식의프로그램제작이활성화될경우다양한재난정보제공

뿐만아니라미세먼지, 폭염, 해충등기존라디오의재난방송에서

다루지 않던 영역까지 재난방송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미디어 학자, B 교수)

“FM뿐만이 아니라 DAB+와 같은 디지털 라디오 및 하이브리드

라디오를 도입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방송에 활용하고

FM-RDS 또는 이에 준하는 디지털 전송기술을 적용하여 FM 신

호만으로도 음성 및 데이터 형태의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을 거 같음”(기술연구기관, C 연구원)

“재난발생시에는양방형정보소통이중요함. 특히재난지역에있

는 국민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음성뿐 아니

라, 텍스트와사진등의정보를제공할수있는기능이필요”(지상

파 라디오, F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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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타 의견

(1) 스마트폰의 FM라디오수신칩활성화관련해서소비

자 청취권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문제의식이

필요하고, 라디오뿐만아니라 DMB 등다양한방송매

체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

었다.

“국가 입장에서는 주파수 이용효율 제고 및 재난 통신망 확보 가

능. 방송사는라디오청취층을확대, 이동통사는통신설비투자및

운영비 등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으며, 방통융합서비스에서 파생

되는새로운 BM확보를통해수익창출로연결가능함”(미디어학

자, A 교수)

“수신칩 활성화는소비자 주권 회복, 시청자 권리 확대라는측면

에서 해당 정부부처에서 법적 및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

며위기를맞고있는라디오산업진흥을위해적극적으로대처해

야할 사안임”(미디어 학자, B 교수)

“FM 음영지역 및 음질열화 등 일부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나, 선

시행후문제점을보완해나가는것이시작하지않은것보다훨씬

낫다고 생각함”(기술연구기관, D 연구원)

“국내 모든 FM방송사들을 통합 관리하는 센터가 필요하고 통합

앱과 RF수신과의 동기(SYNC)가 필요”(지상파방송국 연구소, E

연구원)

“지상파도 난청지역이 있을 수 있고, 무선인터넷도 연결이 안 될

수있으므로이두가지기능을동시에갖추어야재난지역에서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음”(지상파 라디오, F PD)

“방송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이용행태도 변화고

있다. 따라서 UHDTV, 하이브리드라디오, 5G 통신망등기술개

발에 맞춰 국가 재난체계, 재난방송수신체계도 변해야 할 것임”

(지상파 라디오, G PD)

“이동통신사에서취급하는이동통신단말기모델중일정비율이

상에 라디오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필

요”(방송통신위원회, K 과장)

Ⅴ. 결론 

국내외적으로지진, 화산폭발, 기상이변등이자주발생하

고있어, 재난상황에서신속한대응을위한재난방송의역할

이중요해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대부분의국민이

보유하고있는스마트폰에내장된 FM 라디오수신칩활성

화를 위한 분야별 개선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법률 개정 관련 측면에서 수신 칩 활성화를 의무적으로

시행한 국가가 없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기술

장벽으로 무역마찰 가능성이 있지만, 주파수 이용효율 제고

와전국민재난체계구축을위해정부정책수립과방송통신

발전기본법등관련법개정이필요하다. 현재미국, 영국등

해외에서는 FM라디오수신칩활성화를시행하고있기때

문에 우리나라가 의무화를 법률로 지정한다고 해서 무역마

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을 위한 기

술로 인정한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또한 무역마찰을 우

려하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말기관련측면에서미국, 유럽과는달리국내에는지상

파DMB가서비스중이기때문에지상파DMB와 FM라디오

를통합수신할수있는통합수신칩개발이필요하다. 또한

대기상태에서재난상황을수신할수있는워크업기능및이

어폰없이라디오를청취가능하도록내장형안테나도입이

필요하다. 또한해외에서생산된단말기의경우강제할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

이동통신 관련 측면에서 이통통신사업자는 현재 일부 스

마트폰에라디오기능이탑재되어출시되고있기때문에수

신칩활성화의무화와는무관하다는입장이다. 따라서이동

통신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사

와공동으로협력하여새로운신규비즈니스모델이제시되

어야 하며, 정부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방송관련측면에서라디오의산업효과는높지않지만제

작비와 수신비용이 낮고, 다른 미디어에 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있는무료보편적서비스이다. 라디오수신칩활

성화는소비자주권회복및청취자권리확대, 그리고라디

오진흥정책측면에서바라봐야한다. 라디오방송사는평상

시재난방송체계를구축하고실제재난발생시재난지역과

실시간소통방안및실시간청취자제보를이용한신속한재

난방송 체제로 전환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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