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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irstNet의 PS-LTE 네트워크 구축 동향

요 약 

FirstNet는 2012년에 출범하여 미 전역에 단일의 공공안전용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NPSBN)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700 MHz 대역에 20 MHz 대역폭이 할당되고 미화 70

억불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망구축을 PS-LTE를 기반으로 하되, 추진 일정상 공

공안전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미션크

리티컬 음성을 제외하고 미션크리티컬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기능을 정의하였다.

망 구조는 네트워크 코어가 중앙에 위치하며, 지역에 RAN 위

주의 장비들이 배치되게 된다. 지방정부가 지역에 배치될 장비

와 시설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FirstNet는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RFP 에 앞서 RFI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 RFP를 완

성하고 2016년에 네트워크 코어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전에 BTOP PSBN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던 일

곱 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FirstNet 의 PS-LTE 망과의 호환

성과 협조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주파수 사용 협상을 추진하여 

다섯 개의 프로젝트와 협상을 완료했으며, 두 개의 프로젝트는 

중지시켰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LA-RICS PSBN

으로서 231 국의 eNodeB가 시설되며 2015년 2사분기에 개통

될 예정이다. 이 시설을 활용하여 2차 재난대응기관의 이용, 

QoS (서비스 품질), 우선순위/선취에 대하여 분석될 예정이다.

Ⅰ. 서 론 

오늘날 미국에선 1차 재난대응기관들이 만 여개 이상의 분리

된 그리고 종종 독점 기술의 LMR 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통

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비디오와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가 또한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빠른 데이터 통신이 가

능한 기술을 이용하는 전국 단일의 공공안전 전용의 네트워크

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그리고 이 망은 재안대응요원들 간에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12년 미국 전역에 걸치어 단일의 

공공안전용 모바일 브로드밴드 망을 계획, 구축 및 운영을 담

당할 FirstNet 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PS-LTE 를 기반으로 망

을 구축하여 미션크리티컬 데이터를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에 PS-LTE를 기반으로 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한 

우리로서는 좋은 참고가 되는 프로그램이라 할 것이다.

Ⅱ. 본 론 

2.1  FirstNet의 설립과 과업

FirstNet는 2012년 2월 12일 미국 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중

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 법(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에 근거하여 2012년 8월 미국통신정보

관리청(NTIA) 산하에 설립되었다. 현재 본부와 기술본부는 각

각 버지니아주 Reston과 콜로라도주 Boulder에 위치한다.

FirstNet의 설립 목적은 미국 전역에서 상호운용 가능한 공

공안전 전용의 무선광역망을 설치하여 경찰, 소방, 응급은 물론 

기타 공공안전 관련 종사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고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구축될 무선 통신망의 배치 

및 운용을 관리한다. 

FirstNet는 연방, 주정부, 부족, 지역의 공공안전 기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공공안전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공공안전 BB망(PSBN)의 설계, 구축, 

배치, 운용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망 정책 결정 및 기술적으로 향상된 공공안전망의 단일, 전

국적 아키텍처 개발

• 경쟁적인 제안서 요청서 발행, 망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수주

된 계약들의 감독

• 기존의 상용 무선 인프라 활용, 상용망 공급자와 적절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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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협약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망 설치 단계마다 주요 저인구밀도 지역의 마일스톤 요구

•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망 안전, 보안, 생존

력 확보

•연방, 주정부, 부족 및 지역 공공안전 기관과 협의

2.2  FirstNet 의 조직

FirstNet의 조직도는 <그림 1>과 같다.

이사회 

 FirstNet의 이사회는 총 15인의 이사들로 구성되며, 당연직이 

3 인이며 임명직이 12 인이다. 

당연직 이사 

•국토 안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예산관리국 국장

임명직 이사

 2012년 8월 20일 최초로 다음의 12 인이 임명직 이사로 선임

되었다:

• National Rural Telecommunications Cooperative의

CEO, 팀 브라이언(Tim Bryan) 

•뉴욕 경찰국 부국장, 척 다우드(Charles “Chuck” Dowd) 

•무선통신분야 중역, F 크레이그 패릴(F. Craig Farrill)

• 아이오와주 스토리 카운티 치안관, 폴 피츠제럴드(Paul 

Fitzgerald)

•통신분야 중역, 사무엘 샘 긴(Samuel “Sam” Ginn)

• 전 소방서장(퇴직), 오리건주 주 상호운용 협의회(State 

Interoperability Council) 전 의장, 현 서부 소방서장 협회

(WFCA) CEO, 제프리 존슨(Jeffrey Johnson)

•통신분야 중역 (퇴직), 윌리엄 키버(William Keever)

• North East Mobile Health Services 사장 겸 CEO, 케빈 

맥기니스(Kevin McGinnis)

•통신분야 중역(퇴직), 에드 레이놀드(Ed Reynolds)

•통신/기술 분야 중역, 수잔 스웬슨(Susan Swenson) 

• 미시건/캘리보니아주 전 CIO, 정부 정보 기술 전문가, 테리 

타카이(Teri Takai) 

• 웹 그룹(Webb Group International) 설립자, 전 콜로라도

주 덴버시장, 웰링턴 웹(Wellington Webb)

이사들은 경찰, 소방, 응급, 시정부 및 상업 통신에 대한 배경

을 갖는다. 이 중 사무엘 샘 긴씨가 FirstNet 이사회의 이사장

으로 지명되었다.

공공안전 자문 위원회 (PSAC)

PSAC는 연방 및 지방정부의 공공안전 조직들을 대표하는 40 

인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FirstNet에 임무와 책임에 대하

그림 1. FirstNet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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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문한다.

• 공공안전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안전 능력을 위한 필요, 요

구 및 구축에 대하여 안내, 정보 및 전문성은 제공한다. 

• 개념 (즉, 정책, 절차, 기술, 운영 방법)에 대하여 전문성을 

제공한다.

2.3  FirstNet 의 자산

재정

상기 법률에서 망 배치를 위하여 70억 달러의 재정이 배정되

며, FCC가 2022 회계년도까지 4 건의 스펙트럼 경매를 통해 

마련할 것이다. 2014년 2월 첫 번째 경매 결과 15억 6천4백만 

달러를 확보하였다[2]. 그리고 주와 지역, 부족 및 지방관할권

이 FirstNet과 계획/협력하여 망이 무선 공공안전 통신 요구사

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NTIA 운영 주/지방 실행 보

조금 사업(State and Local Implementation Grant Program)

에 1억3500만 달러가 편성된다. FirstNet는 요금을 징수하여 

자체적으로 장기간 존속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자 규모

사용기관수는 6 만이며, 사용자는 최대 5백만 명까지 될 수 

있다[3].

스펙트럼

FirstNet는 700MHz 대역에서 PS-LTE 네트워크를 구축하

기 위하여 10+10 MHz (758~768MHz 와 788~798MHz)의 스

펙트럼을 FCC로 부터 인계 받았다. <그림 2>

2.4  FirstNet의 솔루션

공공안전 수준에 대한 정의

공공안전 수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통화권 -  인구 기준이 아니라 지역 기준이며 필요 시 모든 지

역에서 통화가 가능하여야 함

비상 통신 -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처리하여야 함

그룹 통신 - 신속한 1대 다수의 그룹 통신이 가능하여야 함

신뢰성

•확장된 수명의 밧데리 시스템

•백업 전원 시스템(UPS, 발전기)

•기지국 회선의 다양한 라우팅 (지상, 지하, 전파)

• 기지국 회선의 다양한 기술 (광, 코엑셜, 마이크로웨이브, 

사업자 전용선, 위성)

이중화

•기지국 회선의 이중화

•데이터 베이스 미러

•지역적으로 분산된 처리

•이동 핫스폿

그림 2. PS-LTE를 위한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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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기지국

•차량 탑재 기지국

•차량 탑재 시스템

•용량 관리/ 부하 이전

•예비 관리

현재의 목표 - 공공안전을 위한 미션크리티컬 데이터

NPSTC 가 미션 크리티컬 음성에 대하여 정의한 바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만족하여야 하는 것이다[2]:

•단말기 간 직접 통신 또는 단독기지국 모드 운영

•신속한 호접속의 PTT

•전이중 음성 통화

•그룹 통화

•송화자 ID 표시

•비상 경보 (최상위 우선순위)

•음성 품질

현재의 LTE 표준에서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이 모두를 만

족하지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FirstNet는 현재 구축하려고 하

는 PS-LTE 망에서 미션 크리티컬 음성까지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음성을 제공하는 현재의 LMR 망을 보완

하여 미션 크리티컬 브로드밴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3].

다음과 같은 상용망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여 공공안전

을 위한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

면한 목표이다. 이는 상용망으로 구현할 수 없으며 전용의 자가

망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7>

•충분치 않은 통화권

•혼잡

•기지국 장애

•상용 사용자와의 우선순위 경쟁

3-in-1 접근

<그림 4>와 같이 미국은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도

시 및 도시근교가 5% 정도이며 나머지는 Rural이 68%, 황무지

가 27%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미 전역에 통화권을 제공하는 것

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5].

FirstNet는 <그림 5>와 같이 “3-in-1” 접근 (지상 + 위성 + 

차량탑재이동)으로 다양한 통화권 아키텍처를 계획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접근

RAN은 <그림 6>과 같이 지상, 위성 및 이동차량 탑재가 혼합

되며, 이러한 하이브리드 접근에 의하여 공공안전에 필요한 통

화권, 서비스 및 용량을 다음과 같이 계획할 수 있다:

• 도심지역에는 1 마일 정도까지의 통화권을 갖는 마이크로 

셀을 구축한다.

• Rural 지역에는 1-10 마일의 매크로셀, 공공안전용 높은 

지상고의 철탑을 이용하여 10-25 마일의 부머 (Boomer), 

또는 공공안전 차량 탑재의 이동 통신 장치 - LTE 피코셀

을 갖는 이동 기지국/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3. 미션크리티컬 음성과 현재의 표준의 비교

그림 4. 미국의 지역 분포

그림5. 통화권 아키텍처

그림 6. 하이브리드 접근의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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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무지에는 위성이나 코어망과 연결이 안되는 단독 운영 모

드로 750-1000 평방 피트 정도의 통화권을 제공한다.

망 배치 개념

망구조는 지상 기반의 셀룰러 구조이고, 위성과 이동차량 탑

재를 포함하는 시스템도 갖음으로서 필요한 통화권을 제공할 

수 있다[5].

목표로 하는 기능[2]

통신: 

•비디오

•음성 (넌미션 크리티컬이며 공공안전 통신용 음성통화가 아님)

•메시지

•단문 메시지

•데이터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CAD, RMS, NLETS

•FirstNet 어플리케이션 (즉, AVL)

•신디케이트(Syndicated) 어플리케이션 

•현재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능력:

•망 감시와 상태

•통합된 솔루션과 서비스

•우선순위

•경화(Hardened)와 보안

•프로비져닝

서비스:

•기록 관리

•데이터 저장

•음성/음향 저장

•데이터 조회

핵심 네트워크 구성

FirstNet이 계획하는 핵심 네트워크 구성은 <그림 8>~ <그

림 11>과 같다[2].

FirstNet는 다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4]:

• 몇 가지 필수적인 파라메터를 제외한  특정한 기술이나 네

트워크 솔루션의 지정

• 산업계 내에서 필요한 연합, 동맹 또는 합작에 대한 규정

2.5  지방정부와의 협의 및 추진

NPSBN 구축과 관련하여 FirstNet과 지방정부는 상호 협의 

그림 7. 망 배치 개념도

그림 8. 미션크리티컬 데이터

그림 9. FirstNet PS-LTE Core

그림 10. RAN과 Core 사이의 전송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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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라 함은 지역, 주, 부족 및 지방 관할을 뜻하며, 이 

중 주정부가 대표적이다.

상호운용을 위한 최소기술요건

FCC내 상호운용 이사회(Interoperability Board)가 NTIA, 

NIST 및 OEC와 협력하여 전국 수준의 망 상호운용을 위한 최

소 기술 요건을 개발하였으며, FCC가 이를 승인하고 FirstNet

에 전달했다.

지방정부와 협의

FirstNet는 지방정부와 다음의 임무 수행과 관련된 지출 및 

분배에 대해 협의한다. 

•코어망 구축/접속 및 RAN 구축

•공중선 철탑 위치선정

•망 커버리지: 지역, 주, 부족 또는 지방 단위 결정

•보안, 신뢰성, 안정성 요건 강화의 적절성

•지방 사용자에 우선순위 할당

• 호환의 전국 PSBN의 접속이나 사용을 희망하는 사용자의 

우선순위 할당 및 선택

•지방 사용자의 교육 요구

FirstNet는 각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단일 관료 또는 정부 기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보조금 사업 실행

 NTIA는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여 지방정부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국 PSBN과 관련된 기타 설계 및 인프라, 장비를 활

용/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

NTIA는 FirstNet과 상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보조금 

사업의 요건을 정립한다.

•적정 비용 결정

•활동 범위 결정

• 도시는 물론 저 인구밀도 지역의 커버리지를 보장하는 활동

에 대한 보조금 우선순위 결정

지방정부의 자체망 

FirstNet는 전국 PSBN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및 향상에 

대한 RFP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주(州)에서 자체적으로 RAN을 구축하는 경우, 주지사는 

FirstNet, NTIA 및 FCC에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한다.

주에서는 180일 동안 RAN 구축, 유지/보수, 운영에 대한 

RFP를 개발/완료하여야 한다.

주는 FCC에 RAN 구축, 유지/보수, 운영에 대한 대체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최소 기술 상호운용 요건을 준수

•전국 PSBN과 상호운용

FCC 는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11. FirstNet 네트워크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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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체망 보조금

 FCC가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 지방정부는 NTIA에 일부 RAN 구축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

한다.

•지방정부는 FirstNet에 스펙트럼 임대를 신청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스펙트럼을 임대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다

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RAN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역량 및 재정 상태

•전국 PSBN과 상호운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지방정부에 명시된 추진 일정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

•지방정부 계획의 비용 효율성

•전국 PSBN에 상응하는 보안, 커버리지, 서비스 품질 

FCC에서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 FirstNet의 제안에 따라 망을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하고 

향상시킨다.

지방정부 자체망에 대한 추가 사항

• 만약 지방정부에서 일부 RAN을 구축하기로 한 경우, 지방

정부가 사용하는 PSBN 요소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불해

야 한다.

• 지방정부 자체 RAN 구축 시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는 

FirstNet의 계획에 따라 PSBN 구축 시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다.  

지방정부 자체망의, 경우 보조금은 RAN 구축만을 지원하며 

운영, 유지/보수 및 향상에 관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망 

구축, 운영, 유지/보수, 향상 비용은 FirstNet 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에만 지원된다.)

 

2.6 일정 및 진행 상황

추진일정

2012. 2. 22 - 법령 제정

2012. 3. 23 -  FCC에서 상호운용 이사회(Interoperability 

Board) 임명

2012. 5. 22 - 상호운용 이사회가 FCC에 권고서 제출 

2012. 6. 21 - FCC가 필요한 수정과 함께 권고서의 승인

2012. 8. 20 - 상무부 장관이 FirstNet 이사회 임명

2012. 8. 22 - NTIA 주/지방 계획 보조금 요건 정립 

2013 - FirstNet 공공 안전을 위한 자문 의원회 구성 

2014/15 -  FirstNet 자원 확보,  RFI 개발,  주(州) 지정 기관

과의 협의, RFP완료

2016 - Network Core 구축[5]

2016년 이후 - RAN 구축 및 NG911 통합[5]

BTOP PSBN에 대한 FirstNet과의 협상 진행 상황

Broadband Technology Opportunities Program (BTOP) 

PSBN은 공공안전 기관들이 700MHz 대역에서 공공안전용 브

로드밴드 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인데, NTIA가 2010년에 7 

개의 BTOP 프로젝트를 인가한 바 있었다. 그러나 FirstNet이 

출범함으로 해서  NTIA는 2012년 5월 상기 BTOP 프로젝트

를 부분적으로 중지시키고 FirstNet 이 검토 후 주관하도록 하

였다. FirstNet 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해당 프로젝트들이 

FirstNet 망과의 호환과 협조를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주파수 

사용에 대한 협상을 한 결과 다섯 개 프로젝트는 협상이 완료 

되었고, 나머지 두 개의 프로젝트는 협상이 중지 되었다.

협상이 완료된 BTOP PSBN 프로젝트

•Adams County 통신센터(주) (2013-12)

• Los Angeles Regional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System (LA-RICS) Authority (2013-6)

•New Jersey Department of Treasury (2013 -12)

• New Mexico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2013-8) 

•Texas 주 Harris County (2014-8)

협상이 중지된 BTOP PSBN 프로젝트 

• Charlotte 시 (FirstNet spectrum 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

로 변경 중) 

•Mississippi 주 (프로젝트 종료 시작)

협상이 완료된 BTOP PSBN의 현황은 <그림 12>와 같다[4].

① LA-RICS PSBN

•프로젝트명: LA-RICS

그림 12.  추진 중인 BTOP PSBN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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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LA (주파수 이용 합의): 완료

•KLCP (주요 학습 조건 계획): 완료

•eNodeB 수: 231 국

• 주요 초점 분야/ 핵심 분석: 2차 재난대응기관의 이용, QoS 

(서비스 품질), 우선순위/선취

•전파 발사 예정 시기: 2015년 2사분기

② New Mexico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PSBN

•프로젝트명: NM

•SMLA: 완료

•KLCP: 완료

•eNodeB 수: 9 국

• 주요 초점 분야/ 핵심 분석: 호스트된 Core, 국경간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연방 파트너십

•전파 발사 예정 시기: 2015년 2사분기

③ New Jersey Department of Treasury PSBN

•프로젝트명: NJ

•SMLA: 완료

•KLCP: 완료

•eNodeB 수: 31 국

• 주요 초점 분야/ 핵심 분석: 이동형 배치 장치 (Deployable 

assets), DR/COOP, 교육 연습 (training exercises), 

NOC 통지 

•전파 발사 예정 시기: 2015년 2사분기

④ Adams County PSBN

•프로젝트명: ADCOM

•SMLA: 완료

•KLCP: 진행 중

•eNodeB 수: 17 국

• 주요 초점 분야/ 핵심 분석: PSCR/FirstNet 시험 지원, 밴

드클래스 14 단말기 시험, 시연 접근 

•전파 발사 시기: 현재

⑤ Texas 주 Harris County PSBN

•프로젝트명: TX

•SMLA: 완료

•KLCP: 진행 중

•eNodeB 수: 13 국

• 주요 초점 분야/ 핵심 분석: Core 마이그레이션, 사용자 데

이터 분석, 사용 예 (use cases) 

•전파 발사 시기: 현재

현재의 FirstNet 프로젝트 RFP 진행 상황 및  계획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현재 RFI가 발행되었으며, 2015년도에 최

종 RFP가 발행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은 2016년을 목표로 한다. 

•산업계의 능력에 대한 더 나은 이해

•네트워크 솔루션 획득 전략의 조정

‘•산업의 날 (Industry Day)’에 대한 방향 설정

•과제 기술서 (Statement of Objectives)와 RFP의 안내

• FirstNet이 미처 문의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질의 응답에 대

한 조사  

RFP 진행 구조도

<그림 14>와 같은 절차와 관련에 따라 최종 RFP 가 발행되고 

네트워크 정책이 정해질 것이다.

지방정부와의 자문 진행 상황

지방정부와의 초기 자문회의는 2014년에 계획된 바 있으며, 

<그림 15>는 현재의 진행 상황이다.

그림 13. RFP 추진 일정

그림 14. RFP 추진 구조도

그림 15. 초기 자문회의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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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rstNet로부터 초기 자문 패키지 수령

3)   사전 자문 전화 회의

4)   초기 자문 체크리스트가 FirstNet에 회신됨

5)   FirstNet와 초기 자문 회의

6)    나머지 2014년도에 계획된 초기 자문 회의  

(OR, WA, MT, UT, IA, FL)

Ⅲ. 결 론 

본고에서는 미국 FirstNet의 PS-LTE 네트워크 구축 동향을 

살펴 보았다.

2012년 2월 주관기관이 법률로 발효되고 주파수와 예산범위

가 정해지고, 동년 8월에 이사회가 출범하였다. 그간 2 년간 활

동하여 구축 방향을 설정하고, 4 년차에 RFP를 완성하고, 5 년

차에 네트워크 코어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구축하는 망

의 목표를 미션크리티컬 데이터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음성에 

대하여는 넌미션크리티컬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PS-LTE로 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미

국 FirstNet의 계획과 실행은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약어표

•BTOP - Broadband Technology Opportunities Program

•FCC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irstNet – 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

•KLCP – Key Learning Condition Plan

•LA-RICS -  Los Angeles Regional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System 

•NPSBN – National Public Safety Broadband Network

•NTIA –  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PSCR -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Research

•PSAC - Public Safety Advisory Committee

•PSBN – Public Safety Broadband Network

•PS-LTE – Public Safety Long Term Evolution

•RAN – Radio Access Network

•RFI – Request for Information

•RFP – Request for Proposal

•SMLA – Spectrum Manager Lease Agreement

•SOO - Statement of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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