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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방 방재청에서 실시하여 온 시범사업  확장 1차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시스템은 국산화율이 매우 낮

은 상황으로서 시스템제조업자의 제조 단 등이 발생할 경우 통합망의 유지 리에 상당한 지장을 래하

게 된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해서는 단말기는 물론이고 앙시스템에 한 주요 부품의 국산화가 요구된

다. 즉 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의 기술종속 방지  국산화 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고는 기술종속  

독  요소 분석을 통한 국산화방안에 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integrated command radio network construction with the business which differs makes the business of the regional BCP 

responsible agencies which are being scattered and the emergency rescue agencies control effectively. The namely specific 

authorizations are quick, the decision-making and the solar radiation which are accurate the possibility the rescue work which is 

disordered becoming accomplished in order to be, integrated command network construction are demanded from misfortune site. 

Foe the maintenance and an efficient management of the function which is case different meaning permanent and continuous will 

construct the integrated command network the upgrade which system is continuous necessary, be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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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류생활의 기반시설들이 고도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으며, 자연훼손에 의한 자연재해들이 빈발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해  재난은 복잡하

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인류의 생존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재해나 인공재해  재

난을 방지하기 해서는 체계 인 국가의 안 리업

무가 필요하다. 한 통합지휘 기능을 강화함으로 

방과 재발방지, 신속한 사후 복구  처리를 도모하여

야 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

는 재해와 재난은 그 리와 통제에 상호유기 인 

계를 요구하고 있다. 즉 그 리와 통제에 통합 인 

지휘기능이 필요하고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3권 제4호

222

장 비 명

투자액

(3단계총액, 백만원) 비율

334,788

성지구국 2,000 1%

통합지휘 체계는 재해와 재난에 한 신속한 사   

사후처리에 필수 인 사항이다. 재해와 재난의 통합  

리를 하기 해서는 재 산재되어 있는 공공  

민간기능을 통합하여야 한다. 이는 각 기능을 상호 연

계시켜야 하는 통신망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통합망 

구축은 상이한 업무와 산재되어 있는 지역  재난

리 책임기 과 긴 구조기 들의 업무를 효과 으로 

처리하게 된다. 즉 련기 들이 재난 장에서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  일사 분란한 구조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합지휘망 구축이 요구된다[1][2].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이의 속 이고 지속

인 기능의 유지와 효율  리를 하여 시스템의 

지속 인 업그 이드가 필요하게 된다. 재 소방방재

청에서 실시하여 온 시범사업  확장 1차사업을 통

하여 구축된 시스템은 국산화율이 매우 낮은 상황으

로서 시스템제조업자의 제조 단 등이 발생할 경우 

통합망의 유지 리에 상당한 지장을 래하게 된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해서는 단말기는 물론이고 

앙시스템에 한 주요 부품의 국산화가 요구된다. 즉 

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의 기술종속 방지  국산화 

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고는 기술종속  독  

요소 분석을 통한 국산화 추진방안 등 국내 련 산

업 활성화 방안을 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Ⅱ.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성 

1.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성

그림 1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성으로 크게 지령

센터, 망 리센터, 기지국, 단말기, 계기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재 이 구성 요소 에서 단말기의 부분은 국산화

완료단계이다. 따라서 기술종속  국산화에 한 분

석은 지령장치, 교환기, 기지국, 계기 등에 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3][4].

그림 1.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Integrated command radio 

communication network 

2.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성요소별 투자비율

표1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1단계～3단계  구간

에 한 총 투자액 비 구성요소별 비율이다. 이 표

에서와 같이 단말기 부분이 체의 47%를 유하고 

있으며, 기지국 26%, 교환기와 공사비가 각각 6%를 

차지하고 있다. 보조 계기가 7%를 유하고 있다. 

즉 단말기와 공사비부분을 합치면 53%로서 체 투

자 액의 53%를 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국

산화와 기술종속이 체 시스템의 기술 요도에 있

어서는 떨어지나 실제 국산화율은 상 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기지국과 교환기를 포함하여 국내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에서 보조 계기 부분은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실제 국산화율은 체의 64%이상 됨을 알 수 

있다. 

표 1. 통합지휘무선통신망 1～3단계 총 투자액  
구성요소별 비율

Table. 1 The ration of constitution element versus 
1～3 stage total investment of integraited command 

radio communic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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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기신증설 19,150 6%

기지국신증설 83,074 25%

이동기지국 4,800 1%

보조 계기 25,080 7%

망 리센터 5,991 2%

망연동장비 600 0%

공사비(설치비) 21,042 6%

일제지령 2,070 1%

휴 용단말기 156,198 47%

 부 비용 등 13,967 4%

 ISP용역비 1,236 0%

Ⅲ. 기술독 방지  국산화 방안

3.1 시장 환경  기술개발 황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구성하는 핵심기술인 주 수

공용통신시스템(이하 TRS라 한다)기술은 원천기술이 

해외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통합지휘무선통

신망의 구축용으로 공 되는 시스템이 단일 벤더에 

의하여 공 되고 있다. 이것은 구매공 선의 독 형태

를 갖게 되어 동 기술에 한 국산화와 투자경제성에 

있어 비효율 인 면이 있음을 우려하여 왔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동 기술에 한 국산화를 

국내 독자 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벤더

의 다양화를 꾀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다행스럽

게도 이 두가지 모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의 

경우는 소기업진흥  제품구매 진에 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 표 을 근거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을 

정부주도로 진행 이다. 재 추진 인 제품은 통합무

선망용 유·무선 지령 , 복합형단말기(TRS+CDMA), 

통합무선망용 직 통화연계장치 (DMO Gate-way)이

다. 단말기의 경우에는 이미 국내 소기업에 의하여 

국산화가 완료된 상태로서 품질을 제고시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이동통신

사업을 통하여 계기, 안테나  RF모듈 부분에 

하여 상당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5][6].

벤더의 다양화에 있어서는 시스템의 경우 기존의 

모토로라 제품 외에 EADS 제품이 Release 2부터 이

루어질 망이다. 단말기의 경우에는 국내1개 기업을 

포함하여 4개기업의 제품이 경쟁을 하고 있고, 국내기

업의 시장 유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더 많은 

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 으로 기술종속이라 함은 주요 원천기술이 특

정국가에 집 되어 있거나 국내에 있더라도 특정기술

에 편 되어 있을 때 는 국내 기술자원이 해외 자

원을 체할 가능성과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이

되어 오는 기술에 하여 국내에 해당 기술을 목

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기술종속 문제 등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

로서는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  는 국내에서의 자

체 인 기술개발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기술이  동기

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성, 기업능력, 이윤추

구 등 이해 당사자 간의 모든 조건이 합당할 때에만 

성립이 가능하며, 국제 으로 사 권리를 보장받고 있

는 원천기술에 하여 정부가 기술이   원천기술 

제공 등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 엄연한 실이다.

한 국내에서의 독자 인 기술개발은 막 한 자

과 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국제 으로 개방된 통신

환경에서 보호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로

서의 시장개척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

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효과를 기 하기가 어렵다

는 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TETRA가 이미  세계 으로 보

․확 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민간 자율 으

로 기술이  는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되, 국

책연구기  심으로 WRC-2003 등에서 추진 인 

역의 차세  무선통신방식(PPDR)을 개발하는 방

안을 추진할 가치도 있다.

3.2 기술이   국산화 책

일반 으로 휴 폰, 화기 등의 단말기는 수명이 

짧은 반면에 통신망장비는 한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 지속 인 투자가 어렵고, 기술종속의 

여지도 많기 때문에 국내업체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기술이 을 통한 국산화 등에 심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의 장비를 도입하려는 벤더들은 기 운  인 장

비의 원천기술 공개 요구 는 가격경쟁을 내세워 이 

기종 시스템간 연동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7][8].

그러나 원천기술 제공 문제에 하여는 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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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제3자의 권리 상인 특허권 등 지  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유로 이를 필요로 할 경우

에는 당사자 간의 상 등을 거쳐 별도의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한다. 한 이미 1,438억원이 투자된 정부시

설을 활용하는 국가정책사업에 하여 TETRA시스템

간 호환이 불가능한 이기종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

은 시설투자비 감은 물론 재난 응 능력향상 측면

에서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국내․외 인 기술개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

범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단말기의 국산화  기술이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2개 벤더의 단말기를 

선정하 으며, 국내연구기 에서 독자 으로 개발한 

암호기술을 용하여 국산화의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

다. 그러나 민간 자율 인 기술이   국산화 유도는 

이해당사자간에 원천기술의 사용권 등에 한 합의가 

원만하게 실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  나서서 이

를 조정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 
소기업진흥  제품구매 진에 한 법률 등에 의
하여 정부가 주도 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동법의 제17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한 우선구

매)는 정부는 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 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 에 따른 품질

인증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 창출을 하

여 이들 제품을 우선 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소기업청장이나 계 

앙행정기 의 장은 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증 를 하여 공공기 이나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하여 이들 제품의 우선구

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

공기 은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고, 제22조에 

따른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소기

업자에 하여 제한경쟁입찰 는 지명경쟁입찰에 참

가할 수 있는 자격을 먼   수 있다.

즉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의 원천기술 용이 불

가피한 복합단말기의 개발 등을 병행하여 단말기  

부가설비 등에 한 기술이   국산화를 진하는 

방안을 극 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하여는 해당제품들에 한 

규격화와 표 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3.3 TETRA 운   유지보수 기술이

장비제작사가 제공하는 기술이  내용은 TETRA 

시스템 운 , 유지보수  리 방법 등을 포함하며, 

자체 운 능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인 기술지

원이 요구된다. 기술지원 내용에 따라 구체 인 일정

의가 필요하며, 이는 시스템 구축시까지 완료되도록 

한다. 장비제작사에 제시하는 기술이  범 와 내용을 

문서화하여 국내 문 기술자 는 학계의 검증을 받

아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 이라고 단된다.

장  제작사의 교육실시를 통해 시스템에 한 

사용방법  운 방법을 수 받은 이후에, 통합무선

통신망 운 자는 장비납품업체의 문 기술자와 일정

기간 동안 통합무선통신망의 운 업무를 병행하면서, 

통합무선통신망 운 ⋅유지보수⋅ 리 등에 필요한 

업무와 장애발생에 한 처능력까지 습득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운 기술 이 과는 별도로 통합무선통신

망의 우수한 운 인력을 선발하여 장비납품업체의 기

술진보다는 장비제조업체의 문기술진에게 운   

유지보수에 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한다.

3.4 국내단체표  제정이나 사업 제안시 국산화 

내용 반

한-미FTA, 한-유럽FTA 등 무역장벽해소에 한 

국제  추세로 볼 때 인 으로 외국제 품에 한 

규제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운용상

의 묘를 살려 입찰자의 제안서상 등에 국내제품에 

한 우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특히 

표 화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표 규격을 일방 으

로 복사하는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국내의 원천기술

이 표 화에 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5 단말기, 부가설비 국산화율 제고

재 기지국이나 교환기의 기술은 해외 벤더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 특허권으로 인하여 국산화가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시스템의 소 트웨어부분은 장

기간에 걸쳐 지속 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국산화가 

어려운 것이 실이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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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벤더들의 원천기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사화가 가능한 분야를 단계 으로 선정하여 

정책  지원이 되어야 한다.

기 단계로 TETRA시스템의 일부 모듈  원

장치 등이 실 으로 성공률이 높은 국산화 가능 부

분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진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매우 좋은 제도이므로, 이 제도를 극

으로 추진할 경우 국산화율의 제고에 큰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국내기술로 근이 가능한 계기  기지국의 안

테나 부품 등 일부 하드웨어 부품이나 모듈 등을 국

산화 략제품으로 선정하여 진  국산화단계를 높

이도록 한다. 국산화 략 제품으로는 계기  기지

국의 경우는 수신부 RF모듈  복호기, 송신부의 변

조기  부호기, 원장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가설비의 경우는 국내단독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나 부품이나 모듈의 경우

에는 시스템에 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벤더와 사  

의하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3.6 기존 UHF/VHF 시장에 미치는 향  안

소방방재청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2007년 재 

UHF/VHF단말기를 사용하는 기 이 62%를 유하고 

있다. 기존 단말기를 사용함에 따른 문제 으로는 주

수 혼신이 18%, 잡음발생이 36%, 통달거리의 미흡

이 32% 기타 데이터통신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 이 

나타났다. 

상 으로 기존 무선단말기에 비하여 TETRA 단

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의견은 97%가 TETRA단

말기를 사용 것에 하여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

라서 유율 자체만 본다면 TETRA 단말기 도입에 

의해 기존 UHF/VHF단말기 시장은 상당한 향을 받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용자의 TETRA단말기 

이용만족도, 기술발 으로 인한 시장의 잠식을 막을 

특별한 안이 없는 것이 실이다. 최선책으로는 기

업이 스스로 TETRA 단말기 기술을 확보하여 체시

장에 진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방법이므로 국가의 산

업정책을 활용하여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도

록 지원하는 것이 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한 

기존의 제품을 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

도록 하도록 시장조사, 시장진입을 한 제도 마련 등

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단말기의 경우는 재 

국내기업의 시장 유율이 매우 낮고 공 사 4개  1

개만이 국내기업인 을 고려할 때 기존 무선장치의 

기업이 단말기 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이상에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에 한 기술종속방지 

 국산화 황 등을 분석하여 이를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1단계∼3단계  

구간에 한 총 투자액 비 구성요소별 비율을 분석

한 결과 단말기 부분이 체의 47%를 유하고 있으

며, 기지국 26%, 교환기와 공사비가 각각 6%를 차지

하고 있다. 보조 계기가 7%를 유하고 있다. 즉 단

말기와 공사비부분을 합치면 53%로서 체 투자 액

의 53%를 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국산화와 

기술종속이 체 시스템의 기술 요도에 있어서는 

떨어지나 실제 국산화율은 상 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기지국과 교환기를 포함하여 국내기술로 해결하

기 어려운 부분이 약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에

서 보조 계기 부분은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실제 국산화율은 체의 64%이상 됨을 알 수 있다. 

교환기  기지국 등 국산화가 낮은 TETRA 시스

템의 기술종속을 방지하기 하여는 TETRA 시스템

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필요하

다면 TETRA 시스템을 체할 수 있는 통합지휘무선

통신망에 합한 순수 국산 체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기지국, 교환기와 같이 TETRA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 개발되기 해서는 연구개발투자에 한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 재의 국내시장조건은 외국의 기업

들과 경쟁을 무릅쓰고 기업이 투자할 만한 국내기업

에 한 시장 확보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종속방지  국산화방안

은 같은 다음과 같다.

기술종속을 방지하기 하여는 다 벤더를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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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시스템의 경우는 모토로라외의 다른 벤

더를 발굴하되 벤더들 간에 담합의 조건이 낮은 벤더

를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단말기의 경우는 재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의 품질제고가 가장 선무이다. 이를 

해 정부  기업이 공동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

부에서는 기업의 품질제고에 자 지원, 시장의 안정화 

진입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 외국의 벤더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국산화된 국내기술을 용하도록 하는 제도 인 장치, 

즉 제안시 옵션사항으로 정해주는 것이다. 이를 해

서는 해당 국산기술에 한 표 화  규격화가 선행

되어야 하므로, 국산기술의 표 화  규격화에 정부

의 극 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국산화방안으로는 우선 시스템 에서 국산화가 가

능한 부분에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국산화 시스템은 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매우선개발제품을 포함하여 단기 으로는 하드웨어 

부분으로 계기, 안테나, RF모듈, 원장치, 부호기모

듈이다. 시스템 소 트웨어는 ·단기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해 소 트웨어 개

발 검증을 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운용할 필요

가 있다. 

소기업진흥  제품구매 진에 한 법률을 근거

로 하여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수요처에서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정책을 좀더 폭넓고 극 으

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하여는 표 화  규격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개발단계부터 표 화  규격화작업이 추진되

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제품을 도입할 경우 국내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이 받을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운용한다. 특히 시스

템 운용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유지보수를 한 기

술의 이 은 입찰참가자격의 필수요건으로 하여야 한

다. 이때에는 그 기술의 범 를 표 화 는 규격화되

어 있는 기술을 근거로 하여 구체 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확보

하고 있는 련 기술을 채택하도록 제도화 한다. 장기

인 안목을 가지고 정부차원으로 이러한 련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특

히 TETRA시스템의 도입으로 시장을 잃고 있는 기존

의 단말기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함으로서 기존 기술의 노하우, 시장진입에 한 노하

우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국산화를 진시키도록 한

다. 계기 에서는 지속 으로 이 부분에 한 투자

와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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