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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양한 재난경보 전달 매체 중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 발생 시 재난 지역과 관련된 대국민 대상으로 재난경보를 빠르고 신뢰

성 있게 전송할 수 있는 보편 매체이다. 현재 국내 재난문자 서비스는 2G/4G 셀룰러 환경에서 셀룰러 이동 단말기에 재난문자를 
전송한다. 특히 4G 이상의 셀룰러 시스템은 재난문자 전송을 위하여 SIB를 이용한다. 그러나 현 재난문자 서비스는 셀룰러 이동 
단말기만 수신이 가능한 한계를 보인다. 재난경보 수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수신 단말기의 재난문자 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NB-IoT는 4G 셀룰러 환경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저전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NB-IoT가 
재난문자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토콜 규격과 NB-IoT 기반의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한다.     

1. 서론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 발생 시 재난 정보를 재난지역과 관련된 국
민에게 효율적으로 전송한다. 재난문자 서비스는 그 효율적인 전송을 위
해 셀룰러 기반의 CBS(Cellular Broadcast Service) [1] 방식을 이용
한다. 현재 국내 재난문자 서비스는 2G/4G 셀룰러 환경에서 휴대 단말
기에 재난문자를 전송한다. 특히 4G 이상의 셀룰러 시스템은 재난문자 
전송을 위하여 SIB(System Information Block) [2]를 이용한다. 그러
나 현 재난문자 서비스는 셀룰러 이동 단말기만 수신 가능한 한계를 보
인다. 재난경보 수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수신 단말기의 
재난문자 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이다. 최근 광범위한 지역에 저전력 데이
터 전송을 위하여 LPWA(Low Power Wide Area) 서비스를 지원하는 
IoT(Internet-of-Things) 기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3]. 특히 4G 셀룰
러 기반의 저속 IoT 서비스인 NB-IoT(Narrowband 
Internet-of-Things) 기법은 가전기기 자동화(home automation)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NB-IoT 기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4]:      
Ÿ 3GPP Release 13에서 제시: LTE 기법을 기반으로 하지만 새로운 

무선 규격 
Ÿ 실내 서비스 영역의 확장 
Ÿ 저속 데이터 전송을 이용하는 다수의 저가 단말기를 지원: 화재 경

보 센서, 위치 추정 센서, home automation 센서, 원격 검침기 등 
Ÿ 저전력 전송을 지원
Ÿ 3개의 배치모드(deployment mode): in-band, guard-band, 

stand-alone
Ÿ 하향 링크는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법을 이용. 상향 링크는 SC-FDMA(Single Carrier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법을 이용
Ÿ MIB(Master Information Block)와 최소 2개의 SIB를 이용
NB-IoT가 4G 셀룰러를 기반으로 다양한 단말기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현 3GPP 표준은 NB-IoT 단말기의 재난문자 수신을 규정하고 있지 않
다. 본 논문에서는 NB-IoT가 재난문자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토콜 
규격과 NB-IoT 기반의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
한다.   

        
2. NB-IoT 기반의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
와 프로토콜 규격

[그림 1] 4G 셀룰러에서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 

그림 1은 4G 셀룰러에서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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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재난문자 전송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Ÿ 발령 기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등
Ÿ CBE(Cell Broadcast Entity)
Ÿ CBC(Cell Broadcast Center)  
발령 기관에서 송출한 재난문자는 CBE와 CBC를 거쳐 코어 네트워크의 
MME(Mobility Management Entity)로 전송된다. 코어 네트워크는 
MME 이외에 S-GW(Serving Gateway) 와 P-GW(Packet Gateway)를 
포함한다. MME는 재난지역관 관련된 기지국을 선택하고 선택된 기자국
은 관련 셀 안에 존재하는 모든 휴대 단말기에게 재난문자를 방송
(broadcast) 한다. 그림 1의 방식은 다음의 한계를 보여 준다: 휴대 단
말기 외에 다른 단말기( NB-IoT 단말기 등)는 기지국에서 방송된 재난
문자를 수신할 수 없음. 

[그림 2] NB-IoT 기반의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

[그림 3] 4G 셀룰러에서 재난문자 방송을 위한 SIB12 구조

그림 2는 NB-IoT 기반의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하여 제시된 네트워
크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 CBC는 발령 기관의 재난 문자를 CIoT 
EPS(Cellular IoT Evolved Packet System)의 MME로 전송한다. 
CIoT EPS는 NB-IoT 서비스를 위하여 4G 셀룰러에 추가된 새로운 네
트워크 이다. CIoT EPS는 MME, S-GW, P-GW 이외에 SCEF(Service 
Capability Exposure Function)를 포함한다. 그림 2의 제시된 구조는 
CBC가 코어 네트워크의 MME와 CIoT EPS의 MME에 재난문자를 동시 

전송한다. 각각의 MME는 기지국으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 단말기와 
NB-IoT 단말기로 재난문자를 방송하게 한다. 그러나 NB-IoT 단말기로 
재난문자를 방송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선 프로토콜 규격이 필요하다.  
  

그림 3은 4G 셀룰러에서 재난문자 방송을 위한 SIB12의 구조 [5]를 
보여준다. 4G 셀룰러 시스템에서 기지국은 그림 3의 SIB12를 이용하여 
휴대 단말기에 재난문자를 방송한다. 그러나 현 3GPP 표준은 NB-IoT를 
위한 SIB 리스트에 SIB12의 사용을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NB-IoT 
기반의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하여 NB-IoT를 위한 SIB 리스트에 SIB12
의 추가가 필요하다 (표 1 참조).

[표 1] NB-IoT 기반의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무선 프로토
콜 규격 (SIB1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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