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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망(Public Network)에서의 네트워크 공유 방안

요 약 

통합공공용 주파수로 분배된LTE(Long Term Evolution) 

718~728Mhz(상향) 및 773~783MHz(하향)에서 재난안전 통

신망, 철도무선 통신망, 차세대 해상무선 통신망 등과 같은 

LTE기반의 공공통신망(Public Network, 이하 공공망)이 상호 

공존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두 개 이상의 복

수의 LTE 네트워크가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여 서비스하는 경

우 통신 커버리지가 겹치는 영역에서의 간섭은 불가피하다. 셀

간 간섭에 의하여Mission Critical한 요구사항이 중요시되는 공

공망에서의 품질 열화가 야기되며, 경우에 따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공공망의 현황을 살펴보고 네트워크 공유방

식에 대한 기술 및 표준화 동향,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알아보

았다. 국내 통합공공용 주파수에서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게 될 

공공망 간의 간섭을 최소화 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및 연계를 위

해서 개별 공공망간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하였

다. 국내 공공망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연계를 위해서는 개별 공

공망의 서비스 특성과 내부 환경을 반영 할 수 있는 연계 방식

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Ⅰ. 서 론 

본고에서는 LTE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을 비롯하여 철도무

선통신망(LTE-R), 해상무선통신망 (LTE-M) 등 국가 공공 통

신망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재난안전통신망, 철도 통신망, e-Navigation의 일환으로 추

진 중인 해양무선통신망 등 LTE 기반의 통신망은 재해/재난 

대응, 공공 안전 및 편익을 위한 통신 인프라로 편의상 공공망

(Public Network)으로 총칭하여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국

내에서는 LTE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의 

의미로서 재난안전통신망을PS-LTE로 표현하고 있다.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3GPP와 같은 표준단체에서

는 LTE for Public Safety로 표현되고 있으나 점차 PS-LTE

로 불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는 2014년 재난안전통신망 기

술을 LTE로 선정하였다. 그리고LTE 기술을 활용할 계획을 가

지고 있는 철도무선통신망과 해상무선통신망과 더불어 재난

안전통신망의 주파수로 700MHz 대역에서 <그림 1>과 같이

718~728MHz(상향) 및 773~783MHz(하향)을 통합공공용 주

파수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LTE기반의 공공망은 동일한 대역

의 통합공공용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림 1. 700MHz 통합공공용 주파수 대역

재난안전통신망은 특성상 철도무선통신망 또는 해양무선통신

망 등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다. 그러

나 기관별 개별 공공망이 동일한 주파수로 중첩된 통신 커버리

지를 가질 경우 셀간 간섭이 발생하게 되고 서비스 품질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외의 일부 상용 오퍼레이

터 사이에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고 네트워크 공유의 형태로 서

비스 하는 사례와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공공망에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공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국내 공공망 현황 
  

1. 재난안전통신망

우리나라는 국가 재난대응 조직이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

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계를 가지기 위한 통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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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예정이다. 2014년에 재난

안전통신망의 기술 방식으로 PS-LTE가 선정되었고 700MHz 

대역의 718~728MHz(상향), 773~783MHz(하향)를 통합공공

용 주파수로 확정하여 재난안전통신망뿐만 아니라 철도무선통

신망(LTE-R), 해상 무선통신망(LTE-M) 등 LTE 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공공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재

난안전통신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재난 IT 산업 

생태계 조성등을 위한 ISP(Information Strategy Plan) 사업 

수행을 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통신망 추진계획은 2015년에 강원도

의 평창, 강릉, 정선 세 지역을 대상으로 LTE 기술방식의 재난

안전통신망 시범 구축을 하고, 이후 단계별로 8개 시도,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현재 2015년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

여 금년 6월 중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서는 PS-LTE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과 코어네트

워크 구축, 종합운영센터와 같은 운영기반 마련, 시스템 및 장

비간의 상호운영성과 보안성을 검증하고 타 무선통신망(철도무

선통신망, 해상무선통신망)과의 연계방안 검토 등 다양한 계획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에서의 시험 및 검증 결과에 대

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단계별 확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

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LTE 기반의 PS-

LTE 네트워크 검토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국내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이를 준비하는 해외에

서의 국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

는 상황이다. 3GPP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핵심 서비스인 

MCPTT(Mission Critical PTT)에 대한 표준화를 Release 13부

터 시작하여 2016년 3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Video 및 Data를 

포함하는 Mission Critical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Release 14에

서 신규 표준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철도무선통신망

 철도 무선통신망은 LTE 기반으로 진화하여 재난안전통신망

과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

교통부는 일반 및 350km/h 이상의 고속열차에서 안정적인 철

도 통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열차 제어시스템을 포함하여 철

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1]. 철도에서의 무선통신은 

크게 관제사와 열차운전자간의 음성 통신과 영상서비스, 철도 

특화 서비스, 열차 운행제어를 위한 데이터 통신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열차 운행제어를 위한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이 철

도 무선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LTE 기반의 철도 무선 통신에 대한 논의는 국제철도연맹

(UIC: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을 중심으로 상용중인 

GSM 기술을 LTE 기술로 진화하기 움직이고 있다[2]. 특히 철도 

선진국인 유럽에서 LTE 기반 철도 통신(LTE-Railway)을 LTE 

장비 제조사와 시험 중에 있다. 국내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전국 4800km 철도 구간을 LTE 기반 철도 무선망

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이의 일환으로 2016년 11월말까지 부산도

시철도 1호선 41km 구간에 LTE 기반 철도 무선망을 구축 중에 

있다[3]. 국내의 LTE 기반 철도 통신 표준화 현황은 2014년에 

사용자 요구사항[4]와 기능 요구사항[5]이 제정되었다. 2015년

에 LTE 기반의 철도 통신 시스템 요구사항[6]이 제정되어, 일반 

및 고속열차 제어를 위한 음성통화, 데이터 및 영상 서비스 등 사

용자 요구사항을 정의하였고, 일반 및 고속철도 통신시스템에 대

한 기능과 성능 요구사항을 정의하였다. <그림 2>는 [6]에서 성

능 및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한 LTE 기반 무선통신 시스

템 구성도이다.

그림 2. 철도 무선 통신 시스템 구성[6]

3. 해상무선통신망

 LTE 기반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은 육상과 선박

간 항만위주의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e-navigation의 일환으

로 추진될 계획이다. 한국형 e-Navigation 추진기반의 하나

로 디지털 해상 무선통신 및 초고속 해사 무선통신(LTE-M) 활

용으로 고속 광대역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안 

및 도서 LTE 기지국 구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7]. <그림 3>은 

e-Navigation 운영환경의 하나인 LTE 기반 해상 무선통신의 

개념을 나타내었다. 해안으로부터 100km 이내의 초고속 무선 

통신을 LTE 기반의 해상 무선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우리나라는 핵심전략 기술을 위하여 2016년부터 차세

대 해상무선통신 기술 개발을 착수하고, 2018년부터 차세대 해

상무선 통신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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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에서는 2014년 e-Navigation 이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부터 시작하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해운 선진국들도 국제적인 

움직임에 맞추어 관련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의 경

우, TTA의 해상 e-내비게이션 프로젝트그룹(PG607)에서 관련 

기술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해상무선통신 기술방식은 LTE

로 결정되어 700MHz 통합공공용 주파수(상향 718~728MHz, 

하향 773~783MHz)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4. Public Network 구축 시 고려사항

재난안전통신망(PS-LTE), 철도무선통신망(LTE-R), 해상무

선통신망(LTE-M)등과 같은 공공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구축에 

따라 고려할 사항은, 700MHz 통합공공용 주파수를 개별 공공

망이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통신 커버리지가 중첩되는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하여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을 

무선접속 기술로 사용하는 LTE 통신 망에서 <그림 4>와 같이 

셀 경계에 위치한 단말이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주변 셀

들로부터 간섭(Inter-Cell Interference)을 받는다. Cell A와 

Cell B는 자신에게 접속되어 있는 단말(UE)들의 무선자원 사

용현황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인접 셀에 있는 단말들은 어떤 무

선자원을 사용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단말들

만을 위한 스케쥴링(Scheduling)을 하게 된다. 따라서 셀 경계

에 위치한 Cell A의 단말(A2)과 Cell B의 단말(B2)에 같은 주

파수 자원이 할당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동일 주파수를 사

용하는 개별 LTE 통신망에서는 주변 셀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ICIC(Inter-Cell Interference Coordination) 등의 간섭 제어

기술 적용이 어렵게 된다. 

<그림 4>와 같은 경우를 가정하여 실제 Lab에서 실험한 결과

는 <그림 5>와 같다. 단말은 국내 제조사의 제품을 이용하였고, 

가장 악조건인 동일 사이트에 인접 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간섭 셀 트래픽이 완전 부하일 때와 트래픽 부하가 없는 경우의 

전송속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전송속도 저하를 얻어, 결국 서비스에 영향을 초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셀간 간섭에 의한 품질 열화

이러한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네트워크를 구축하

기 위한 기술적인 방안들이 연구되어 왔고[8]-[11] 3GPP 표준

화[12][13][14]로 정의되어 있다. 해외의 유사 사례[15][16]를 포

함하여 다음 절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Ⅲ. 네트워크 공유기술 동향

본 절에서는 네트워크 공유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방

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외 사례와 국내 공공망과 비교를 하여 

유사한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네트워크 공유방식은 크게 기지국의 시설을 공유하는 방

식과 네트워크 구성요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 LTE 기반 해상무선통신 개념[7] 그림 4. 개별 망 구축에 따른 인접 셀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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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의 (a)와 (b)는 기지국 사이트 또는 타워 등 시설 공유

를 나타낸 것으로 상용 LTE 네트워크 구축 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Passive RAN 공유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c)는 동일

한 대역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복수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1 개

의 기지국(eNodeB)을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Active 

RAN 공유방식 유형이다. (d)는 복수의 액세스 네트워크가 하

나의 코어 네트워크에 수용되는 유형을 나타낸다.

그림 6. 네트워크 공유 방식 유형

(a)Site Sharing

(c)RAN Sharing

(b) Mast Sharing

(d) Core NW Sharing

<그림 6>의 (c)와 (d) 관련한 기술 표준화는 오래 전부터 진행

되어 왔고 LTE 관련 표준화 또한 이미 표준적으로 정의되어 있

다. UMTS 에서의 네트워크 공유 기술 표준화는 Release 6 부터 

정의되었고 LTE 관련 네트워크 공유에 대한 실질적인 표준화는 

Release 11에 정의되어 있다[12][13][14]. TR22.951[13]에서는 

구축 시나리오 별, 네트워크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정

의되어 있고, TS 23.251[14]은 TR22.95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

기 위하여 복수의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하나의 Radio Access

를 공유하기 위한 아키텍쳐 및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동일한 액

세스 네트워크(RAN, Radio Access Network)를 공유하는 복수

의 사용자가 존재하고, 각각의 오퍼레이터에 의하여 운영되는 코

어 네트워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 ID인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를 통하여 구분할 수 있다. 3GPP 표준

에서는 MOCN 방식은 LTE eNodeB를 수용하는 MME를 개별 

구축 또는 공유하느냐에 따라 <그림 7>과 같이 MOCN(Multi-

Operator Core Network)과 GWCN(Gateway Core Network)

으로 구분하고 있다[14]. MOCN은  공유하는 RAN에 각각의 오

퍼레이터 단말(UE)가 접속하는 경우 해당 PLMN을 보고 네트워

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WCN에 비하여 MOCN 방식

이 구현에 용이하여 현재 네트워크 공유 방식을 도입하는 오퍼레

이터는 MOCN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이다[16].

PLMN은 국가명을 나타내는 MCC(Mobile Country Code)와 

사업자 구분을 나타내는 MNC(Mobile Network Code)로 구성

되어 있는데 <그림 8>은 PLMN ID를 예로 들어 MOCN에 대한 

개념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RAN Shared Multi-PLMN

국내의 경우, RAN을 공유하여 MOCN을 이용한 복수의 

코어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그림 8>과 같은 네트워크 형태를 구성하여 표준 기반 하에서 

동작 가능한지를 실험하였다. RAN을 공유하는 두 개의 가상 

오퍼레이터를 설정하고 EPC(Evolved Packet Core)를 분리한 

별도의 PLMN을 가지는 네트워크 상황에서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동작하는지를 실험하였다. 실제 실험 결과 정상적으

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관련 로그 메시지를 <그림 9>와 

같이 나타내었다.

해외에서는 네트워크 공유와 관련한 상용 LTE 망에서의 적용 

사례가 점차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웨덴 사업자인 Tele2와 

Telenor는 LTE 900MHz, 2.6GHz에서 공유 네트워크(Shared 

Network)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국, 브

라질 등에서 LTE 기반의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존

재한다. 대부분 RAN을 공유하고 별도의 코어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MOCN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추세이다[16]. 

Ⅳ. 국내 공공망에서의 네트워크 공유

본고에서는 700MHz 통합공공용 주파수 대역을 같이 사용

그림 7. 3GPP MOCN과 GWCN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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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국내 재난안전통신망(PS-LTE), 철도 무선통신망

(LTE-R), 해상무선통신망(LTE-M) 등의 LTE 기반 공공망에

서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공유방안을 알아본다, Ⅱ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복수의 오퍼레이터가 동일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개

별 액세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셀간 간섭에 의한 품질 열

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

은 액세스 네트워크 구축 방식과 네트워크 공유방식을 함께 고

려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은 국내 공공망 상황을 고려한 다

양한 네트워크 구축 방식과 공유방식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a)>는 기관별 네트워크를 개별 구축하고 운용하는 

경우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이나, 개별 기

관 커버리지 중첩지역에 대한 중복 투자라는 비용 측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 통신 커버리지 지

역에서의 인접 셀 간 간섭이 불가피하다. 무선 최적화와 같은 

엔지니어링을 통하여 간섭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지형(Morphology) 특성상 더욱 어려울 수 있

다. (b)는 기지국과 같은 액세스 네트워크와 코어네트워크를 물

리적으로 통합하고, 코어네트워크에서 PLMN을 논리적으로 구

분하여 각 기관 사용자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통합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은 있으나 오히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구축 및 운용상의 주체가 분명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c)는 기지국을 공유하면서 Multi-

PLMN 기반의 MOCN을 이용한 개별 코어 네트워크 형태이

다. 기관별 코어네트워크에 대하여 개별 구축하는 비용은 증가

할 수 있으나 기지국은 공유하므로 상대적으로 비용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기관별 서비스 등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

고 네트워크 공유 방식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d)는 기

관별로 기지국을 개별 구축하고, 코어 네트워크는 공유하는 방

식으로 개별 기지국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코어네

트워크를 공유하는 형태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지국 공유(RAN Sharing) 측면에서 주파수 스

펙트럼을 활용하는 방안은 복수의 오퍼레이터가 하나의 스펙트

럼을 공유하는 형태가 있고, 스펙트럼 내에서 오퍼레이터 별 전

용(dedicated)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스펙트럼을 오퍼레이

터 별 전용하는 방안에 비하여 공유하는 방안이 무선 자원을 효

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17]. 

본 고에서는 <그림 10>에서와 같은 여러 유형의 공유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의 공공망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림 11>과 같은 

그림 9. MOCN 시험 결과

그림 10. Public Networks 구축 유형 예

(a)MOCN에서의 네트워크 선택 절차

(a)기관별 개별 네트워크 구축

(c)개별 Core Network(eNB 공유)

(b)MOCN 시험 로그 메시지

(b)Core Network 공유(eNB 공유)

(d)Core Network 공유(개별 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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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망 네트워크 공유 방안을 소개하였다. 개별 공공망의 기지

국 구축에 따른 간섭 상황을 고려하여 기지국 공유 방식을 고려

하였고, 코어 네트워크를 공유 할 경우와 개별 구축 할 경우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1(a)>는 공공망 간 기지국을 공

유하고 코어네트워크를 개별 구축하되 서비스가 연계 될 수 있

도록 네트워크를 연동하는 방안이다. 개별 공공망 별로 PLMN

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PLMN 1은 PS-LTE로 하고, 

PLMN 2를 LTE-R 또는 LTE-M이라고 가정한다. 각각의 개

별 공공망 사용자가 관할 커버리지에서는 개별 기관의 고유 서

비스를 사용하게 된다. 만약 PS-LTE 지역(Home Network)

에 있는 UE(단말)가 LTE-R 또는 LTE-M 지역(Visited Net-

work)으로 이동하게 되면 PS-LTE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연

속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PS-LTE 네트워크의 PGW와 

LTE-R/LTE-M 네트워크 SGW 간 S5 인터페이스 연동과 S1 

핸드오버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 간 SGW 연동이 필요하다.  또

한 가입자 식별과 인증을 위하여Visited 네트워크에 있는 MME

와 Home Network에 있는 HSS(Home Subscriber Server)간 

연동도 필요하다. <그림 11>에서 실선(─)은 Home Network과 

Visited Network에서의 PS-LTE 사용자 트래픽, 점선(  )은 

시그널링을 나타낸다. 

개별 공공망의 상황에 따라 통합된 코어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공유하는 경우, <그림 11(b)>와 같은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a)와는 달리 동일한 PLMN을 사용하되 개별 공공망에 대한 

APN(Access Point Name)을 구분하여 서비스망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PGW는 개별 공공망 서비스용 APN으로 분리하고, 

HSS는 개별 공공망 사용자를 구분하여 수용한다. 그리고 기지

국은 통합된 코어망에 수용되어 PS-LTE 사용자가 LTE-R 또

는 LTE-M 지역으로 이동시 X2 핸드오버를 수행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본 고에서 소개하는 네트워크 구성과는 다른 여러 형태의 방

안이 있을 수 있고 개별 공공망의 요구사항이나 특수한 서비스 

등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개별 공공망 

고유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별망간 연계방

식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공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 론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 철도무선통신망 (LTE-R), 

해상무선통신망(LTE-M)등 공공망 (Public Network)에서의 

네트워크 공유방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국내의 경우 동일한 

대역인 통합공공용 주파수를 사용하여 공공망을 구축하여야 하

나, 개별 공공망이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서비스 커

버리지가 중첩 될 수 있는 지역이 발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

비스 중첩지역의 개별 네트워크 인접 셀 간 간섭으로 품질에 영

향을 받게 된다. 본 고에서는 공공망 네트워크의 개별 구축에 

따른 간섭을 최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해외 사례와 기술 표준 동

향을 소개하였고, 실제로 셀이 인접에 위치한 경우를 가정하여 

실험을 통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3GPP 표준인 MOCN 방식에 대하여 시험망을 구성하여 동

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난안전통신망, 철도무선통신망, 해

상무선통신망의 현황을 파악하여 개별 공공망이 가지는 성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공유방식에 의한 망 구성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별 공공망이 가지는 속성과 요구사항에 따라 본 고에서 소

개한 네트워크 공유 방안 이외에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무

엇보다도 개별 공공망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공망이 가지는 서비스 속성, 요구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

할 필요가 중요하나, 본 고에서 소개한 방안 관련하여 개별 공

공망의 요구사항이나 서비스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고려하기에

는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 국내 재난안전통신망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모델이 해외에 진출 할 수 있

는 기회 창출 및 국내 공공 IT 생태계를 형성하여 국가 창조경

제에 기여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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