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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재난경보의 신속한 방송을 위해 CBS 기능이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 표준은 가입자의 재난경보

수신 실패 시 재전송을 요구하는 기능을 정의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선인지 기법을 이용한 재

전송 요구 방식을 이용한다. 모의실험 결과는 제안된 방식이 CBS를 위한 재전송 기법에 매우 적합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CBS methodology has been standardized in order to make a rapid broadcast of emergency alert message for cellular users. 
However, the standard does not specify a retransmission request mechanism in the case that the users fail in receiving the alert 
message. Therefore, we propose a retransmission request scheme based on cognitive radio for the CBS technology in this letter. 
The simulation results confirm that our proposed scheme is very suitable for the retransmission method in CBS-based emergency 
alert broadcas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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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동통신 시스템은 셀 단위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난경보 방송 서비스에 매우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이동통신망은 CBS(Cell Broadcast Service)[1] 프
로토콜을 이용하여 기지국 지역 내의 전 가입자에게 재난

경보 정보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현재 CBS 프로토콜은

미국의 CMAS(Commercial Mobile Alert Service)[2]와 일본

의 ETWS(Earthquake and Tsunami Warning System)[3]로

표준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들은 이동 단말기가

CBS 재난문자 수신에 실패할 경우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특히 지진, 해일 등의 긴급을 요구하는 재난정보 전송일 경

우 재난문자 수신 실패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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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BS 재난문자 수신 실패 시 이동

단말기가 기지국에 재전송을 요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단
말기의 재전송 요구 및 CBS 메시지의 재전송을 위해 무선

인지
[4] 기법을 이용한다. 그 무선인지 기법은 IEEE802.22 

WRAN(Wireless Regional Area Network)[5]
의 표준을 따른

다. IEEE802.22의 규정된 서비스 영역의 크기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LTE(Long Term Evolu- 
tion)의 셀 영역 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3GPP LTE 이동통

신의 경우 CBS 재난 메시지 수신 실패 시 단말기와 기지국

은 비어있는 VHF(Very High Frequency)/UHF(Ultra High 
Frequency) TV 방송대역을 이용하여 IEEE802.22 WRAN 
프로토콜에 따라 재전송 요구 및 CBS 메시지의 재전송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비어있는 방송대역의 검출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콘센서스(consensus) 기법을 이용한 스펙트럼

검출(spectrum sensing)을 이용한다. 이전 연구에서
[6] 콘센

서스 기법을 이용한 스펙트럼 검출은 기존의 협력 스펙트

럼 검출
[7] 방식보다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이 뛰어난

검출 성능은 IEEE802.22 무선인지 기반에서 CBS 메시지

의 높은 재전송 성능으로 귀결된다. 모의실험 결과는 제안

된 무선인지 기반의 재전송 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우수성

을 PER(Packet Error Rate) 성능을 통하여 보인다.  
       

Ⅱ. 무선인지 기반의 재난경보 방송 재전송

그림 1은 무선인지 기반의 재난경보 방송 메시지 재전송

을 위한 제안된 시스템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보듯

이 802.22 기지국의 서비스 영역은 3GPP LTE 기지국 영역

을 포함한다.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LTE 기지국은 CBS 
프로토콜에 따라 재난 메시지를 기지국 영역의 모든 단말

기에게 전송한다. 또한 그림 1에 표현된 것처럼 그 재난 메

시지가 이미 연결된 링크를 통하여 802.22 기지국 에게도

전달된다고 가정한다. 그 LTE 기지국 영역의 단말기 중 재

난 메시지 수신에 실패한 단말기는 스펙트럼 검출을 통하

여 802.22 기지국과 접속한다. 802.22 기지국 접속에 성공

한 단말기는 그림 1의 (1)과 같이 재난 메시지 재전송을

802.22 기지국에 요청하며 그 요청 신호를 수신한 802.22 

기지국은 그림 1의 (2)와 같이 CBS 재난 메시지를 재전송

한다. 그림 1의 (1) 과 (2)는 802.22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그림 1. 무선인지 기반의 재난경보 방송 메시지 재전송
Fig. 1. The retransmission of emergency alert message based on cog-
nitive radio

그림 2는 무선인지 기반의 재난경보 방송 메시지 재전송

을 위한 제안된 이동 단말기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동 단말

기는 CBS 수신기와 802.22 모듈을 포함한다. 또한 802.22 
모듈은 스펙트럼 검출부, 송신부,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 단말기의 CBS 수신기는 재난 발생시 CBS 재난 메시

지 수신을 담당한다. 이동 단말기는 표준에서 정해진 CRC 
(Cyclic Redundancy Check)에 의해 CBS 재난 메시지 수신

실패를 확인할 수 있다[8]. 기존 이동 단말기는 단순히 CBS 
재난 메시지 수신 실패의 확인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제안

된 그림 2의 단말기는 수신 실패 확인 시 802.22 wake_ up 
신호를 이용하여 802.22 모듈을 동작시킨다. 그 802.22의
동작이 시작되면 우선 스펙트럼 검출을 수행 한다. 그 스펙

트럼 검출부는 수신된 방송대역 신호의 에너지 값을 이용하

여 방송대역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방송대역 사용이 가능하

다고 판단되면 802.22 모듈의 송신부는 CBS 재전송 요구

메시지를 그림 1의 802.22 기지국에 전송한다. 재전송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그림 1의 802.22 기지국은 이미 3GPP 
LTE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CBS 재난 메시지를 그 이동

단말기에 전송한다. 그 이동단말기는 802.22 모듈의 수신부

를 이용하여 그 CBS 재전송 메시지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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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무선인지 기반의 재난경보 방송 메시지 재전송을 위한 이동 단말기
구조

Fig. 2. The structure of mobile station for the retransmission of emer-
gency alert message based on cognitive radio

그림 3. 콘센서스 기반의 스펙트럼 검출 방식 [6]
Fig. 3. The procedure of consensus-based spectrum sensing [6]

그림 2의 802.22 모듈에서 스펙트럼 검출부는 802.22 
WRAN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우수한 성능을 보여 준 콘센서스 기반의 스펙트럼 검출

기법
[6]
을 이용한다. 그림 3은 그 콘센서스 기반의 스펙트럼

검출 방식을 기술한다. 그림 1에서 CBS 재난 메시지 수신

에 실패한 단말기들은 각자 그림 2의 스펙트럼 검출부를

구동시켜 수신된 방송대역 신호의 에너지를 계산한다(그림

3의 단계 1). 각자 계산된 에너지를 임계치와 비교하여 각

단말기는 각자 방송대역 사용 여부를 판단 한다 (1차 판단). 
그 이후 각 단말기는 판단 결과에 의해 다음처럼 데이터의

값을 결정한다:

 








  방송대역사용가능
   방송대역사용불가 (1)

식 (1)에서   (= 1, 2, ...,  )는 CBS 메시지 수신에 실패

한 번째 이동 단말기이다. 다음 식 (1)을 결정한 각 단말기

는 그 데이터를 모든 단말기에게 전송한다. 이때 번째 단

말기가 번째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신호는 다음과 같다:

      (2)

식 (2)에서 는 번째 단말기와 번째 단말기 사이의

채널 파라미터 이며  은 번째 단말기의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이다. 또한 번째 단말기

는 식 (3)을 이용하여 콘센서스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




 (3)

식 (3)에서  는 번째 단말기로 데이터를 보내는 단말

기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는 그 단말기들의 개수를 나탄

낸다. 식 (3)이 반복되면 모든 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

한다. 따라서 모든 단말기는 그 콘센서스 값에 따라 방송대

역 사용 여부의 2차 판단을 하게 된다.

III. 모의 실험

제안된 무선인지 기반의 재난경보 방송 메시지 재전송의

성능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 환경을 가정 한다:
그림 1에서재전송을위한 IEEE802.22 WRAN 프로토콜의

반송 주파수는 599MHz 이다(VHF/UHF TV 방송 주파수). 
IEEE802.22 WRAN의 무선 채널 환경으로 프로파일 채널

A[9]를 가정한다. IEEE802.22 WRAN의 PER 성능 측정을

위해 각 패킷은 36 바이트(byte)로 구성 된다[10]. 재전송되

는 CBS 재난 메시지는 이 패킷에 포함된다. IEEE802.22 



418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2014년 5월 (JBE Vol. 19, No. 3, May 2014)

WRAN의 수신기를 위한 주파수용 등화기로 ZF(Zero 
Forcing) 등화기

[11]
와 MMSE(Minimized Mean Squared 

Estimation) 등화기
[11]

를 이용한다. 무선인지 스펙트럼 검출

기법으로 콘센서스 방식
[6]
과 협력 기법

[7]
을 이용한다. 무선

인지 스펙트럼 검출을 위해 0.1의 FAR(False Alarm Rate)
을 가정한다.

그림 4. IEEE802.22 WRAN 프로토콜을이용한재전송되는 CBS 재난메시
지의 PER 성능비교 (무선인지스펙트럼검출을위한단말기들사이의 SNR 
= -11 dB) 
Fig. 4. The comparision of PER performance for retransmitted CBS 
alert message using IEEE802.22 WRAN protocol (SNR of the mobile 
terminals for spectrum sensing = -11 dB)   

그림 4은 IEEE802.22 WRAN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재전

송되는 CBS 재난 메세지의 PER 성능을 보여준다. 이 그림

에서는 콘센서스 기반의 스펙트럼 검출 기법과 협력 기반

의 스펙트럼 검출 기법에 사용되는 단말기들 사이의 채널

에 대한 SNR이 -11 dB 이다. 그림 4의 경우 협력 기반 검출

기법의 PER은 높은 오류 마루를 보인다. 그러나 콘센서스

기반의 스펙트럼 검출 기법을 사용할 경우 ZF 와 MMSE 
등화기 모두에서 더 이상의 오류 마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11 dB의 SNR 환경에서 콘센서스 기반의 검출 기법

이 0%의 MDR(Miss-Detection Rate)을 보이기 때문이다
[6]. 특히 MMSE 등화기를 이용할 경우 32 dB 보다 높은

Eb/N0의 환경에서 CBS 문자 메시지의 재전송 시 완벽한

재전송 성능 (0%의 PER)을 보인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 단말기가 CBS 재난문자 수신 실패

시 무선인지 기법을 이용하여 CBS 재난문자를 재전송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 무선인지 기법으로 LTE 기지국의 서

비스 영역보다 더 큰 영역을 규정한 IEEE802.22 WRAN 
표준을 이용한다. 또한 무선인지 기법에 필수적인 스펙트

럼 검출 기법으로 기존 연구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인 콘센

서스 기반의 검출 기법을 이용한다. 모의실험 결과는 콘센

서스 기반의 검출 기법과 MMSE 등화기를 이용할 경우 매

우 탁월한 CBS 문자 메시지 재전송 성능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무선인지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CBS 재난문

자 재전송 방식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CBS 재난문자 서

비스 기능의 신뢰성을 매우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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