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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통신망 이용분석과 연동구축 방안

요 약 

통합공공통신망 주파수 700MHz(상향: 718~728MHz, 하향: 

773~783MHz) 대역에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PS-LTE 재난

안전통신망’구축, 국토교통부 주관 ‘무선통신 철도제어시스템 

LTE-R’구축, 해양수산부 주관 ‘연안 해상통신망 LTE-M’구축

이 추진되고 있다.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용도로 추진되는 3개 공공통신망의 특징을 조사하여 각각의 망

이 제공하고자 하는 고유한 기능, 서비스를 만족시키며 동일 주

파수 대역에서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망간 단말 이동 사례와 

서비스 연동 시나리오 관점에서 분석하고 3개 공공통신망의 경

제적이고 효율적인 망연동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Ⅰ. 서 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일

환으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안전망) 구축사업이 국

민안전처 주관으로 2015년~2017년 기간에 수행되고 있으며 이

를 위하여 정부는 PS-LTE 기술방식 확정(2014.7.31)과 황금

주파수 대역인 700MHz 대역에서 20MHz 대역폭 할당을 확정

(2014.11.14)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에서는 ‘무선통신기반 첨단 열차제어시스템’(이하, 철도망)을 

LTE-R 규격으로 구축,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안전 지원 및 

제어를 위한 연안해상통신망’(이하, 해상망)을 LTE-M 규격으

로 구축할 계획이다. 동일 주파수대역에서 LTE 무선통신기술 

기반으로 추진되는 3개의 국가사업이 설계변경이나 예산의 낭

비 없이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파수 활용, 망

구축, 망연동 및 망운영 방안이 기술적 관점, 사용자 서비스 관

점, 운영자 관리 관점에서 정밀하게 분석되어 통합공공통신망 

구축을 위한 설계 사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재난안전망, 철도망, 해상망, 상용망간에 예상되

는 연동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수반하는 망간 간섭, 타망 

단말기 수용, 서비스 품질보장 등 예상 이슈를 도출하여 시스

템설계와 망구축설계 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그림 1. 통합공공통신망(재난안전망, 철도망, 해상망) 사업추진계획 

Ⅱ. 본 론

1. 공공통신망 주파수 운용

지난 2014년 7월 29일 개최된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재난

안전통신망 공개토론회’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통신망(PS-LTE, LTE-R, 

LTE-M)을 각각 개별주파수를 할당하여 구축 시에는, PS-

LTE 재난안전망에 20MHz(2x10MHz) 대역폭, 철도망 LTE-R

에 10MHz(2x5MHz), 해상망 LTE-M에 10MHz(2x5MHz)

가 소요되어 총 40MHz 대역폭이 요구된다고 분석되었다. 

반면 공공통신망을 통합주파수 할당으로 구축 시에는 총 

20MHz(2x10MHz) 대역폭이 소요되므로 통합주파수 할당이 기

관별 주파수 할당보다 주파수 운용에서 2배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시물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 

공공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활용을 위해 공공통신망에는 통합

주파수 운용이 합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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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안전망, 철도망, 해상

망은 통합공공통신망 주파수대역 상향 718~728MHz, 하향 

773~783MHz 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그림 3. 700MHz 대역 주파수 배분 현황  

그림 4. 재난안전망, 철도망, 해상망, 상용망 주파수 현황

|---------- 700MHz -------------|      800MHz,1.8Ghz,2.1GHz

그러나 통합주파수 운용과 기관별 개별주파수 운용 방식을 비

교하면, 통합주파수 운용시의 경제적 효율성 대비, 개별주파수 

운용시 기관 고유서비스에 대한 커버리지와 QoS(Quality of 

Service) 보장이라는 상호 Trade Off 요인이 있다.   

통합주파수 운용시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으로는, 동일한 주

파수를 가지고 구축되는 기관별 서비스망이  동일지역에서 동

시에 서비스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관별 독자적 망 구

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즉 망간 주파수 동일채널간섭(CCI: 

Co-Channel Interference)으로 인해 무선 기지국 운영과 무

선 단말 서비스가 불가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주파수를 사용하

는 서로 다른 목적의 기지국 구축이 동일 지역에서 요구될 때

(커버리지 중첩)에는, 하나의 기지국으로 여타 기관의 서비스를 

수용하여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700MHz 대역에서 공공통신망 서비스를 제공

하는 개별 구축기관 간에 망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정책이 사전에 

협의되어야 하며, 이에 의거하여 하나의 기지국에서 다른 기관

의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이 도출되어 제품설계

와 망구축 시 반영되어야 한다.

2. 공공통신망 커버리지 특성에 따른 무선망 간섭

3개 공공통신망(재난안전망, 철도망, 해상망)과 상용망을 커

버리지(Coverage)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그림 5. 재난안전망, 철도망, 해상망, 상용망 커버리지(Coverage) 비교 

•재난안전망과 철도망

재난안전망은 역사와 철도구간을 대상으로 구축된 철도망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원지역 관점에서는 중첩(Overlay)이다. 그

러나 물리적으로는 700MHz 대역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한, 

철도망 지역에 재난망 기지국을 Overlay로 설치할 수는 없다. 

재난안전망과 철도망이 중첩되는 지역의 경우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므로 재난안전망, 철도망간의 공

용기지국 기지국 구축이 요구되고, 두 개 망간 경계지역은 공동 

셀플래닝을 통해 간섭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재난안전망과 해상망

재난안전망과 해상망은 700MHz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

지만, 재난안전망은 인구의 대다수가 존재하는 국토(육지와 해

안가) 지역을 커버리지로 하므로, 연안 해상 100Km 이내를 커

버리지로 하는 해상망과는 보완적인(Complementary) 상관관

계이다. 단, 해안선과 해안 인접 근해지역은 재난안전망과 해상

망이 중첩되는 지역이 나오므로 공동 셀플래닝을 통해서 커버

리지 증첩지역을 없애고, 두 개 망간 경계지역에서는 간섭을 최

소화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재난안전망과 상용망

궁극적으로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망과 기존 사

업자의 상용망은 커버리지 관점에서는 중첩된(Overlay)망이다. 

그림 2. 공공통신망용 주파수 공급방안 절차   

자료: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이용방안(KCA ‘14.7.29)

주.		상기	주파수	배분	현황에서‘재난’영역은	재난안전망,	철도망,	해상망의	
공통	대역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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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난안전망과 상용망은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이 달라 

Overlay시 망간 주파수간섭(CCI)은 발생하지 않는다. 재난안전

망의 전국망 구축 완료 이전에는 재난망 기지국 미설치 지역이 

존재하고, 상용망 대비 음영지역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망과 해상망

 700MHz 동일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철도망과 해상망은 서

비스가 중복되는 지역이 거의 없다. 따라서 망간 주파수 간섭을 

제거해야 하는 필요성은 많지 않으나, 해안가에 위치한 역사와 

해안가 철로구간에 대해서는 공동 셀플래닝이 요구된다.

•통합공공망과 상용망

통합공공망과 상용망간에는 주파수 이격이 있으므로, 망간 주

파수 동일채널간섭(CCI)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공공통신망간 단말 이동 및 서비스 연동

아래 그림은 3개 공공통신망과 상용망을 포함한 4개 망간 사

용자 단말의 이동성을 보여 준다. 현재는 망간 사용자 단말 이

동성 허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예상 가능성을 가지고 서

비스 연동 시나리오를 전개한다.

그림 6. 4개망 (3개 공공통신망과 상용망) 사용자 단말기 이동성(예시) 

아래 그림은 공공통신망 중 하나인 철도망을 세분화 하였다. 

특히 도시철도는 구축 운영 주체가 다르므로 별개의 단위망으

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7. 4개망 (3개 공공통신망과 상용망. 단, 철도망은 운영 주체별 세분화) 사용자 단말기 이동성 (예시) 

  통합공공망용 단말기는 용도와 설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타입

이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휴대형 단말기의 이동성을 기준으

로 연동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표 1. 3개 공공통신망의 사용자 단말기 종류 (예시) 

단말기 종류 휴대형 단말 특수형 단말

재난안전망
무전기타입,	

스마트폰	타입
차량이동용,	고정용

철도망 휴대형 차상이동국,	관제사장치

해상망	 휴대형	(미정) 선박용라우터,	선박용중계기(미정)

가. 재난안전망 단말의 이동

 재난의 발생 지역은 국민이 활동하는 우리나라 전국토와 해

상을 대상으로 하기에, 재난안전망 단말은 재난안전망 서비스 

지역에서 철도망, 해상망, 상용망 서비스 지역으로 이동하여도 

동작하여야 한다.

그림 8. 재난안전망 단말의 타망 이동성 검토 

 

가-1. 재난안전망과 철도망 연동 시나리오

재난안전망(PS-LTE) 단말이 철도망(LTE-R) 커버리지 지

역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이다. 철로와 역사가 위치한 지역에

서 화재발생시 재난대응 소방인력이 PS-LTE 단말기를 가지고 

LTE-R 철도망 커버리지에 진입하여 화재진압을 수행하는 시

나리오를 상정하여, 철도망과 재난안전망에서 고려해야 할 시

스템 설계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재난안전망 단말기를 철도망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Multi-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이동통신사업자망 식

별번호로, 개별 공공통신망별로 할당이 예상된다.(기존) KT:　

45008, SK 텔레콤:　45005、LGU+: 45006) 단말을 지원하는 

기능과 RAN Sharing 기지국 도입이 요구된다. 이때 재난안전

망 단말기는 철도망 기지국을 경유하여 재난안전망 코어망으로 

루팅되므로 MC-PTT(Mission Critical Push To TalK)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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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재난안전망 단말기와 철도망 단말

기간의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가 요구된다

면, 두개 망간에 게이트웨이가 설치되어야 하고, 두 기관간 가

용한 서비스에 대한 규격 도출이 필요하다. 재난안전망 단말과 

철도망 단말간의 호처리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호처리 방식의 통일(예:IMS 방식과 SIP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가-2.  재난안전망과 해상망 연동 시나리오

재난안전망(PS-LTE) 단말이 해상망(LTE-M) 커버리지 지

역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이다. 연근해 해상을 운항중인 선박

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 인원은 PS-LTE 단

말기를 가지고 해상망 커버리지에 진입하여 고유한 Mission 

Critical 통신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상망 기지

국은 커버리지내로 진입한 재난안전망 단말기 접속을 수용하여

야 한다.  

해상망은 어선의 입츨항 관리 및 모니터링, 전자해도 스트리

밍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와 함께 연근해 해상지역에 있는 어선

에 대한 통화 커버리지 확장에 서비스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상망 커버리지는 재난 발생시 재난안전망 커버리지와 중첩된

다. 해상망 기지국을 재난안전망 단말 커버리지를 위해 공용으

로 활용하고, 코어 및 관제서비스 부분에서만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망 구축 방안이다. 

     그림 9. 재난안전망과 해상망 연계방안 

자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ISP 사업 완료보고회 (국민안전처,15.4.6)

해상망 기지국을 공용기지국 방식으로 운영할 때, 기지국 시

스템에 RAN Sharing 기능과 Multi-PLMN 서비스를 도입한

다. 망간 서로 다른 PLMN 번호 할당과 PLMN별 무선 자원 할

당 방안은 망 사업주체간에 협의되어야 한다.

재난안전망 기지국과 해상망 기지국은 기지국 구축지역이 육

상과 해상으로 명확히 구분 되나,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

어 일부 해안지역에서 셀간 주파수 간섭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양 주관부처가 기지국 셀플래닝 단

계부터 협력키로 함에 따라 해안지역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가-3.  재난안전망과 상용망 연동 시나리오

재난안전망(PS-LTE) 단말이 상용망에 접속되는 시나리오이

다. 재난안전망은 전 국토 커버리지를 목표로 구축되지만, 구

축 초기 음영지역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음영지역 대상 기지국 

추가 구축 일정 이전에 또는, 음영지역에 대한 구축비용 절감을 

위해 재난안전망 단말의 상용망 접속은 필요하다. 또한 건물 지

하공간과 같은 음영지역에서 재난발생시 기존 상용망 커버리지

를 활용하여 재난안전망 단말에 대한 Mission Critical 통신서

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망 단말기가 상용망에 접속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망 PS-LTE 단말기의 동작 주파수에 상용망 주파수 대역이 포

함되어 있어야 한다. 

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RFP(2015.8	발행)에	기술된	단말	요구	규격
중,	상용망	연계	사항	:		‘국내	이통	3사의	주	밴드	1,	3,	5,	7,	8	중	최소	
3(1710~1785MHz	/	1805~1880MHz),	5(824~849MHz	/	869~894MHz)	
이상	지원할	것’

또한, 재난안전망 단말이 상용망 로밍(Roaming)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재난발생시에 상용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므로 재

난안전망의 가용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상용망내의 재난

안전망 서비스는, 상용 LTE 망의 무선자원과 유선자원을 재난

망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하는 구조와 재난안전망 

트래픽에 대한 암호화를 수행하므로 가능하다. 즉, PS-LTE 단

말과 재난안전망 코어망 간에 전용망을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

를 낼 수 있다.

재난안전망(PS-LTE) 단말이 기존 사업자(KT, SKT, LGU+) 

LTE 상용망에서 서비스되기 위해서, 재난안전망과 상용망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단말, 시스템, 서비스, 운영 관점에서 도출

하고 기술적 방안을 제시한다. 재난안전망 단말이 상용망에 접

속하여 Mission Critical 통신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비

스 수준에 대한 (SLA: Service Level Agreement)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상용망 기지국의 무선자원을 협의된 서비스 우선순

위에 의거 재난안전망 단말이 할당받아야 한다. 1000~2000만 

규모의 일반 LTE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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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서는 재난안전망 단말기가 요구하는 서비스 특성을 모

두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망 단말이 자체 커버리지를 벗어나 상용망 지역에 진

입하였을 때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망 지상 커버리

지가 제공이 안되는 상용망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와, (2) 지상

에서는 재난안전망 커버리지내에 있으나. 일부 음영지역 및 지

하 구간에서 재난안전망 커버리지가 제공이 안되는 경우이다. 

(1)의 경우, 재난안전망 단말이 상용망으로 로밍되어 재난

망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상용망의 기지국 자원을 활용하여

야 하므로, Mission Critical 통신서비스에 일부 제약이 예상된

다. (예: eMBMS 기능이 상용 무선망에서 지원이 안될 경우는 

MC-PTT Multicast 서비스 제약 있음) 비록 상용망 지역에 로

밍되었더라도 대부분의 서비스는 재난안전망의 코어망으로 루

팅되어 서비스를 지원 받는다. 물론 단말은 상용망 주파수를 지

원하여야 하며, 재난안전망 운영주체와 상용망 사업자간에는 

로밍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2)의 경우 재난안전망 서비스를 위한 다수의 단말 중 일부는 

재난안전망 기지국에 접속되어 있고, 일부는 상용망으로 로밍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도 재난안전망 단말기가 Mission 

Critical 통신서비스를 수행할 때, 재난안전망 상에 구축된 코

어망으로 루팅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일부 서비스 중 무선 

액세스망의 의존성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의 제약을 받을 것이

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별로 시나리오를 설정하

여 재난안전망과 상용망간에 오고가는 시그널링과 트래픽의 흐

름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망과 상용망간 사이를 

이동하는 단말의 핸드오버(Handover)는 안된다. 상용망에 로

밍된 단말과 재난안전망 커버리지내의 단말이 하나의 그룹으

로 구성되었을 경우, MC-PTT서비스 가능 여부를 정밀하게 검

토해 보아야 한다. (예: MC-PTT 서비스에서 상용망 기지국의 

eMBMS 지원 여부, 상용망 로밍 단말과 재난안전망 접속 단말

의 접속 경로 차이로 인한 delay 요인, 상용망 로밍 단말이 재

난안전망 커버리지 지역으로 복귀했을 경우 복구 여부)  

(1), (2) 경우 이외에도, 재난안전망 및 상용망 인프라가 파

괴되어 정상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

는 이동형 단독기지국이 투입되거나 무선(ICS: 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 중계기가 서비스 경계 지역에 설치되어

야 한다. 단독기지국 설치 이전에는 재난발생 지역에 투입된 요

원들은 단말기간의 D2D(Device to Device) 기능을 통해서 제

한된 수준의 통신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나. 철도망 단말의 이동 

철도망 단말은 철도 고유업무를 위해 철도망 서비스 지역에서 

폐쇄적으로 사용되므로 재난안전망이나 해상망의 서비스 지역

으로 이동하여 동작할 필요가 없다. 

그림 10. 철도망 단말의 타망 이동성 검토 

단, 철도망 구축이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와 같이 방

식의 차이와 운영 구간의 차이에 따라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같은 철도망(LTE-R) 기술이라도 운영주체별로 단위

망을 구축하여 서비스지역(커버리지)을 폐쇄적으로 운영할 것

이 예상된다. 서비스지역이 인접한 단위망간의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셀플래닝이 필요하다. 비록 LTE-R 기술

을 사용하더라도 구축 주체가 다를 경우, 이들 단위망간에는 핸

드오버나 로밍과 같은 이동성 서비스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나,	도시철도는	지역
별	도시철도공사에서	구축	운영한다.

그림 11. 철도망 단말의 망내 이동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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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LTE-R 기술을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속/일

반철도의 철도망과 도시철도에서 구축된 단위망간에 커버리지

가 중첩되는 경우(예: 서울역)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는 

운영주체간 공동 셀플래닝 수행과 서비스 중첩지역에 대한 공

용기지국(RAN Sharing 기능과 Multi-PLMN 서비스)도입이 

요구된다.   

다. 해상망 단말의 이동

주			앞서	언급되었던	바,	본	고에서	논의하는	단말	이동성은	공공통신망	
단말기	유형중	휴대형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다.	해상망	휴대형	단말기
는	아직	규격이	정의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해상망 구축의 필요성에는 VTS(Vessel Traffic Service 

System) 항해지원용 Vital 데이터 통신, 전자해도 스트리밍 서비

스, 재난발생시 재난안전통신 지원 등이 있으나, 기본적 요구서

비스 중 하나는 100Km 근해 지역에서 어민이 집으로 통화하는 

것이다. 즉 여타 공공통신망인 PS-LTE, LTE-R 과의 차이점으

로 LTE-M은 일반 어민을 상대로 통화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해상망 단말은 해상 서비스 지역에서 동작하므로, 재난

안전망 지역이나, 철도망 지역으로 이동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  

해상망 단말은 일반 어민들의 상용 통화 기능이 요구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다위의 해상망 커버리지(해상망을 경유한 

상용망 통화)와 상용망 커버리지(해상망에 음영지역이 있을 경

우에는 상용망 로밍)에서 모두 상용망 통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12. 해상망 단말의 타망 이동성 검토 

다-1. 해상망과 상용망 연동 시나리오 

해상망(LTE-M) 단말이 상용망에 접속되는 시나리오이다. 일

반 어민이 사용하는 해상망 단말은 해상 음영지역에서 상용망

에 접속되거나 또는 해안가 육지의 상용망 커버리지 지역으로 

이동하여 상용망에 접속 될 수 있다. 

어민의 통화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1) LTE-M 단말

사용자들이 해상망을 경유하여 일반 상용망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해상망 코어망과 상용망 코어망간에 망간 접속을 위한 게이

트웨이(Gateway)를 지원해야 한다. 

(2) LTE-M 단말이 해상망 커버리지를 벗어나 상용망 커버리

지 영역(해상망 음영지역)으로 이동시 상용망에 대한 로밍 접속

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비상시에 상용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

므로 해상망 서비스의 가용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상용망 

커버리지내에서 LTE-M 단말에게 로밍을 허용할 경우 LTE-M 

단말은 상용 LTE 망의 무선자원 및 유선자원을 전용선처럼 사

용하여 해상망 코어에 연결될 것이다. 이는 해상망 구축 초기 단

계에서 발생하는 음영지역에 대한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 

(3) 해상망 서비스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지만 휴대용 듀얼모

드 단말기(해상망과 상용망에서 모두 동작하는 단말기)를 공급

하는 방안이 있다. 이때는 듀얼모드 단말기 공급 방식과 상용망

에 대한 단말기 신규가입자 등록 등에서 사업자와의 사업모델 

협의가 필요하다.

주			현재까지	파악된	해상망	단말은	선박에	거치되는	LTE	라우터이다.	

LTE를	송수신	백홀로	이용하는	AP	형상으로	유무선	인터넷	접속(무선	

WiFi,	유선LAN	콘넥터	제공)	기능이	가능하다.		

해상에서 활동하는 어민용 해상망 휴대형 단말이 요구된다면 

기능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a. 필수기능 : 해상망 기지국을 통한 해상망 서비스 접속 기능

b. 옵션1 :  ‘a’+ 해상망 기지국과 코어망을 경유한 상용망 통

화 서비스 지원 (Gateway필요)

c. 옵션2 :  ‘a’/‘b’+ 상용망 로밍을 통해 해상망 코어 서비스 

접속 기능 

d. 옵션3 :  ‘a’/‘b’/‘c’+ Dual-mode 단말기로 해상망과 무관

하게 상용망 단독모드 동작 가능 

어민용 해상망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여부가 우선 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해상망 어민용 휴대용 단말기의 기능 및 사용

지역 범위, 단말기 공급 방법, 요금 정산 등 정책적 검토가 요

구된다. 상용망 로밍의 경우 로밍지역 허용범위, 망이용료 정산 

등의 사업자 협의사항이 있다.  

[요약: 단말 이동 및 서비스 연동에 따른 구현방안] 

지금까지 논의된 단말의 이동성과 연동 시나리오에 따른 기술

적 구현 방안을 <표 2>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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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공공통신망 구축 방식 제안   

공공통신망간 단말 이동성 및 서비스 연동 시나리오를 검토

하면서 두 개 망간의 연동 서비스를 위한 방안으로, 기지국 공

유(RAN Sharing)방식과 로밍(Roaming)방식을 구축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이 중 망간 단말기 이동시 핸드오버 지원으로 서비

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RAN Sharing 방식

을 우선 검토한다. RAN Sharing의 경우에는 두 개 망간의 밀

결합된 협력, 즉 동일주파수 대역, 표준규격의 채택, 운용 파라

메터의 일치, 망간 전송로 확보, 공동 셀플래닝 등이 요구된다.   

가. RAN SHARING 

(예시: 재난안전망 단말이 철도망 커버리지 지역으로 이동시) 

철도망 커버리지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망 단말기

가 해당 지역에 진입하여 Mission Critical 통신서비스를 위해 동

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망 커버리지내의 모든 기지국

에서 Multi-PLMN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PLMN이 다른 2종의 

단말기(철도망 단말기, 재난안전망 단말기) 수용이 가능하다. 

철도망 기지국에서는 단말의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ID를 확인하여 단말별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유 

코어망을 구별한다. 그리고 RAN Sharing 기능 제공으로 철도

망 기지국의 무선 자원을 재난안전망 단말과 철도망 단말이 공

유하여 사용하게 된다.     

포괄적 의미의 RAN Sharing 은 백홀 사용 방식에 따라 (1) 

RAN 및 EPC의 S-GW 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RAN Sharing과 

(2) 단순 RAN Sharing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3. RAN Sharing 방식 비교 (재난안전망 단말의 철도망 진입시 서비스 사례) 

(1) RAN/S-GW Sharing (2) RAN Sharing

위 그림을 참조하여 (1) RAN/S-GW Sharing과 (2) RAN 

Sharing을 비교하면, 전자는 철도망에 진입한 재난안전망 단

말기가 철도망 RAN 장비와 S-GW 장비를 공유(Share) 하므

로 PS-LTE 서비스 동작 중에도 철도망 기지국의 백홀 전송로

를 공유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반면에 재난안전망 단말이 철

도망에 진입하여 철도망과 재난안전망 접경지역에서 핸드오버

(Handover)가 자주 발생한다면 핸드오버 anchor가 P-GW가 

되므로, 재난안전망 단말에 대한 담당 S-GW 변경이 자주 발생

하여 핸드오버 시그널링이 복잡해지고 트래픽 경로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표 3. 단말 및 망내 장비별 기능 (RAN/S-GW Sharing의 경우) 

장치 기능(RAN/S-GW Sharing)

UE UE1:	재난망	PLMN_ID,	UE2:	철도망	PLMN_ID

eNB 멀티	PLMN	지원

MME 멀티	PLMN	지원,	PLMN_ID	별로	HSS	선택

S-GW
철도망	S-GW는,	단말의	PLMN_ID에	따라	철도망	or	

재난망	P-GW	선택	연결

P-GW 재난망	P-GW는	철도망과	재난망	S-GW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표 4. 단말 및 망내 장비별 기능 (RAN Sharing의 경우) 

장치 기능(RAN Sharing)

UE UE1:	재난망	PLMN_ID,	UE2:	철도망	PLMN_ID

eNB
멀티	PLMN	지원,	PLMN_ID	별로	철도망	or	

재난망	S-GW	선택	연결(Backhaul)

MME 멀티	PLMN	지원,	PLMN_ID	별로	철도망	or	재난망	HSS	선택

S-GW 재난망	S-GW는	철도망과	재난망	eNB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P-GW P-GW는	동일망의	S-GW와	연결되어	있다.

표 2. 통합공공통신망 서비스연동 시나리오 요약 

4개망(3개	공공통신망+상용망)에	대한	단말기	수용여부	및	방식(예시)	

망명칭

: PLMN_ID

재난안전망

(PS-LTE)

: PLMN_재난안전망

철도망

(LTE-R)

: PLMN_철도망

해상망

(LTE-M)

: PLMN_해상망

상용망

: PLMN_상용망

타망연동

지원

:	PLMN_ID

RAN	Sharing

:	PLM_재난망

RAN	Sharing

:	PLM_재난망

Roaming

:	PLMN_재난망

Roaming

:	PLMN_해상망

재난안전망

단말
○*

◎	:	RAN	

Sharing

◎	:	RAN	

Sharing
□	:	Roaming

철도망

단말
× ○ × ×

해상망

단말
× × ○**

□	:	Roaming

▣***:	Dual-

mode

상용망

단말
× × × ○

비고

폐쇄망

*(예시)	일부	

재난망단에	

재난망을	경

유한	상용망

과의	통화	서

비스를	허용

할	지는,	정

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폐쇄망

페쇄망

**(예시)	해상

망단말은	해

상망을	경유

하는(G/W)	

상용망	통화

서비스가	가

능하다.

개방망

***(예시)	해

상망단말이	

상용말에	접

속되는	방

식으로	1)로

밍,	2)	Dual-

mode	단말

이	가능하다.

MARCH·2016 | 59

주제 | 통합공공통신망 이용분석과 연동구축 방안



나. ROAMING

(예시: 재난안전망 단말이 서비스 커버리지를 벗어나 상용망 

커버리지 지역으로 이동시)

재난안전망 사업주체와 상용망 사업자간에 망간 로밍 협약을 체

결하므로, 재난안전망 단말이 음영지역에서는 상용망 기지국에 

접속되도록 허용한다. 재난안전망 단말은 상용망의 eNB, S-GW

를 경유하여(EPC간 네트워크 사용), 재난안전망 P-GW에 접속

되므로 재난안전망 고유의 IMS/응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림 14. 재난안전망 단말의 상용망 로밍시 망 구성도  

5. 공공통신망간 무선간섭 제어   

기관별로 구축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공통신망에서 타 망

과의 인접 기지국간 무선 간섭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를  셀플래

닝시 고려사항과 셀간 간섭제어 표준화 기술적용으로 논의한다  

가. 공공통신망 셀플래닝 고려사항] (개별망 특성고려)

공공통신망(재난안전망, 철도망, 해상망)은 각 개별망별로 셀

플래닝상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셀프래닝은 커버리지(면적)

과 캐퍼시티(용량)을 기반으로 하여 지형 및 주변 전파 환경, 사

용자 분포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PS-LTE 재난안전망은 전 국토를 커버리지로 하며 개인별 트

래픽 기준은 음성 25Kbps, 영상 SD급(512Kbps)으로 산정한

다. 재난안전망 정보화전략계획(ISP)에 의거하면 이용기관 수

요 단말기를 약 20만대 규모로 상정하고 있는 바, 셀플래닝에 

결과에 의한 기지국 수량은 트래픽 캐퍼시티(용량)보다는 커버

리지(면적) 기반(Coverage Dependancy)으로 산출된다. 

셀당 커버리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의 출력파워,  

LoS(Line of Site)가 보장되는 사이트 위치 선정과, 기지국 철

탑의 고도(30m 이상)가 중요하다. 재난안전망과 해상망의 경

우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 고출력 기지국을 고려한

다. 이때 기지국 하향(Downlink) 출력에 상응하는 단말기 상향

(Uplink) 출력 증가도 단말의 부품, 표준반영 여부등과 함께 고

려하여야 한다.  또한, 커버리지를 경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중계기(광중계기, RF중계기, ICS중계기 등)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15. 재난안전망 셀플래닝 기준  

자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ISP 사업 완료보고회 (국민안전처, 15.4.6)

  

철도망(LTE-R)은 역사와 레일을 따라 커버리지가 형성된다. 

역사의 경우 인빌딩과 아웃도어가 복합되어 있는 복합 다중이

용 시설물의 셀플래닝 형태를 따를 것으로 보이나, 기관차/전동

차와 객차의 경우는 철도 레일을 따라 이동하므로 기지국 및 중

계기 안테나도 철로 주변에 설치된다. 철로 주변의 기지국(또는 

RRH)용 안테나는 철길따라 양방향을 지향하는 좌우 2섹터형 

타입에 지향성 안테나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고속으로 이동하는 열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능한 한 핸

드오버의 기회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 방편으로 소

출력 기지국(또는 RRH)을 다수 운영하는 것보다는 1개의 DU에 

다수의 RRH를 캐스케이드(Cascade) 연결하여 커버리지를 확장

하거나 중계기를 통해 기지국의 커버리지를 연장하는 방안을 고

려한다. 아울러 셀플래닝시 고려할 사항으로 기지국 안테나에서 

고속 이동체인 철도를 향해 전파가 전달될 때 속도차에 의해 발

생하는 도플러 효과 현상으로 성능 열화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

영한 셀플래닝 모델과 핸드오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철로가 지나가는 장거리 터널에서의 안정적인 무선통신

을 보장하기 위해서, 터널의 환경(거리, LoS, 분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한 안테나 방식(Yagi Antenna, Leakage Coaxial 

Cable등)을 고려한다.

그림 16. 철도 무선통신망(LTE-R) 구성도

자료: TTAK.KO-06.0369,LTE기반 철도통신기능 요구사항 (TTA, ‘1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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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망(LTE-M)은 해안가 고지대에서 바다를 향해 전파를 발

사하는 형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활한 바다를 서비스 대

상으로 하므로 이 역시 캐퍼시티(용량) 보다는 커버리지(면적) 

중심으로 셀플래닝한다. 바다를 향한 LoS(Line of Site)가 좋은 

위치에서 고출력 지향성 안테나와 Tilt를 반영한 전파도달 거리 

산출과 이를 기반으로 기지국 수량 산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

인다. 해안지역 100Km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지국 위치 

선정, 안테나 높이 및 출력, 연안, 해상 트래픽 모델의 특성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해상 커버리지 확대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해안가 무인도, 암초 및 정기항로 선박에 설치되는 중계기 방

식, 전원, 전송로 등 중계기 설치 환경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해상에서 해로 중심으로 선박이 이동하며 트래픽을 유발

시키는 특성이 있다면, 단말의 위치를 추적하여 안테나의 빔을 

형성하는 빔포밍 기술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고출력 

해상망 기지국과 내륙의 재난안전망 기지국간 간섭을 최소화하

기 위한 셀플래닝이 요구된다. 해상망 기지국에서는 하향(Down 

Link)으로 고출력 송출 파워가 예상되므로, 상향 커버리지의 균

형을  맞추기 위한 단말기 적정 출력이 검토되어야 한다. 해상망

용 단말기의 상향(Up Link) 송출 출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선박용 소형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림 18. 연안 해상통신망(LTE-M) 서비스 운영

자료: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LTE-M 추진계획 (해양수산부, 2015.11.26.)

나. LTE의 망간 간섭제어 기술] (LTE 표준기반 공통기술)

동일 주파수 대역의 공공통신망(재난안전망, 철도망, 해상망)

간 발생하는 셀간 무선간섭 제어를 위한 방안으로,  3GPP LTE 

표준의 동일 주파수 채널간 간섭(Co-Channel Interference) 

제어 기술을 소개한다. 이는 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에 관계없이 주파수를 재사용하는 (Frequency Reuse Factor 

= 1) 망의 경우에 인접 셀간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화에 반영된 진보된 LTE 간섭제어 기술이다. 이동통신에

서 망품질 저하요소 중 하나가 셀 경계에서 발생하는 셀간 간섭 

(Inter-Cell Interferece)이다. LTE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기지

국 간 X2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어서, 기지국들은 이 X2 인

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셀 경계의 간섭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셀 

간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기지국간 무선자원을 scheduling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Interference Coordination 기술로는, LTE Rel.8 

기반 ICIC, Rel.10 기반 eICIC, CoMP 가 대표적이다.

그림 19. ICIC(Inter Cell Interference Coordination)

그림 21. CoMP(Coordinated Multi-Point), CS(Coordinated Scheduling)

그림 20. Enhanced Inter-Cell Interference Cooprdination (ABS: Almost Blank Sub-frame)

    자료: www.netmanias.com

    자료: www.netmanias.com

    자료: www.netmanias.com

6. 공공통신망 고유 서비스 QoS 보장 

700Mhz 동일 주파수 대역내에서 구축되는 3개의 공공통신망 

(재난안전망, 철도망, 해상망)의 주요 서비스는 정의되어 있으

나, 서비스 우선순위 정책과 공공망간의 연동방식 등은 규격이 

확정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예상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구

체적인 QoS 보장 규격 보다는 QoS 보장을 위한 설계 방향 제

시에 주안점을 둔다.  

그림 17. 철로변 2섹터 지향성 안테나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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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간 연동시 필수 서비스 QoS 보장 방안 

본고에서는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공공통신망이 2개 

이상 중첩된 지역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단말에 대

한 Multi-PLMN을 수용하면서 기지국 공유(RAN Sharing) 방

식과 망간 로밍(Roaming) 방식을 제안하였다. 두 방식 모두 기

지국 자원인 주파수(무선) 자원과 백홀(유선)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별개로 구축된 기지국에서 동작하던 서비스

들이 하나의 공용 기지국에서 수용되어야 하므로 기지국 자원

의 분배가 필요하다. 주파수(무선) 자원의 할당에는 a.고정적

(Fixed), b.역동적(Dynamic), c.혼합형(Hybrid) 방식이 있다.     

통합공공망에 배정된 주파수 대역(2x10MHz)의 무선자원(RB: 

Resource Block)을 나누어 각 개별 기관별 서비스에 배정하는 

데 있어서, 고정적 자원 할당은 구현 방법이 단순한 반면, 주파

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떨어진다. 반면, 역동

적 자원 할당은 서비스 트래픽 요구에 따라 실시간으로 주파수 

자원을 스케쥴링하여 우선순위, 트래팩 속성, 데이터량 등을 감

안한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나, 구현이 다소 복잡하다. 혼합형 자

원 할당은 두가지 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한정된 주파수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개별 기관간의 협약에 의해 일정량 주

파수 자원을 각 기관별로 할당하여 운용하고, 개별 기관의 트래

픽 용량이 할당된 임계치를 넘게되면 보다 엄격한 우선순위 기

준에 의해 가용 무선 주파수 자원을 재할당하는 방식이다. 

그림 22. 기지국 무선자원 할당 방식 개념도

a.고정적(Fixed)할당 b.역동적(Dynamic)할당 c.혼합형(Hybrid)할당

(철도망 커버리지 지역에서 철도망 단말과 재난안전망 단말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례)

                   

공공통신망간 연동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서비스에 대한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설정과과 각 서비스

별 트래픽 속성(GBR: Guaranteed Bit Rate, Packet Delay 

Budget, Packet Error Rate)과 우선순위(Priority)를 반영한 

QCI(QoS Class Identifier)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각 개별망 운

영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철도망내 

트래픽은 신호제어, 그룹통화, 일반통화, Vital 데이터, 일반 데이

터, 영상스트리밍 등 구분이 가능하다.

철도망의 경우, 350Km 고속 주행 중인 열차의 신호를 제어

하는 데이터 통신은 품질과 안정정이 요구되는 최상급 Priority 

이다. 재난안전망 단말기의 MC-PTT와 같은 미션크리티컬 

통화 서비스는 Higher Priority, Vital 데이터 통신과 음성통

화 서비스는 High Priority, 일반 데이터 통신과 영상통화는 

Middle Priority, CCTV등 영상감시 서비스는 Low Priority, 

File 전송, 이메일은 Lower Priority로 예상한다.  

해상망의 경우, 해도 스트리밍등 데이터 트래픽과, 어선과 어

선, 어선과 육상간의 통화 서비스, 평상시 어선의 입출항 및 운

항궤적 감시를 위한 운항 정보의 통신이 이용된다. 해상망에서 

사용되는 Vital 데이터 통신과 해상망 음성통화 서비스는 High 

Priority, Non-Vital 데이터 통신과 해도 스트리밍은 Middle 

Priority로 예상하고  어선에서의 일반 상용망 통화 서비스는 

Priority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표 5. 통합공공망 서비스 우선순위 배정 (예시)

우선순위 서비스 

1 철도	신호	제어	

2 MC-PTT	음성서비스	(지령통화)

3 MC-PTT	음성서비스	(그룹통화)

4 MC-PTT	음성서비스	(개인통화)

5 실시간	데이터서비스	(Vital	데이터)

6 일반	음성	통화서비스

7 실시간	영상서비스

8 일반	데이터	서비스	(인터넷	검색등)	

9 화일	전송

나. 공공통신망 서비스 Proioty 설정: 표준기반

3GPP 표준에서는 PS-LTE 서비스용 QCI(QoS Class 

Identifier)로 QCI 65, 66, 69, 70 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3GPP 

TS 23.203 Rel-12 의 QCI 내역을 <표 6>에서 참조한다.

7. 공공통신망 망관리/망운영 방안 

통합공공통신망에서의 효율적인 망관리/망운영을 가. 망관리

센터, 나. 기지국 구축, 다. 코어서비스망 구축, 라. IOT센터, 

마. 패키지관리, 바. 과금/인증/보안정책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망관리/망운영의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데 주안점

을 두었으며, 실제 망 운영에 적용할 정책은 3개 공공통신망 운

영주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 서비스 주체별 망관리 센터 vs. 통합 망관리 센터 

3개 공공통신망은 서로 다른 용도로 구축되고 있으며, 망 운

영주체의 주관부처도 서로 다르다. 각 서비스 운영주체에 망관

리 책임이 있는 바, 3개 망에 대한 통합 망관리 센터 구축은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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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중첩지역 기지국 개별구축 vs. 기지국 공용화 

공공의 목적으로 구축되는 3개 공공통신망 중 2개 망 이상이 

동일 지역을 서비스 커버리지로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

면, 기지국은 공유하는 것이 기지국간 간섭을 회피하는 유일한 

방안이자, 경제적으로도 구축 및 운용비용(CAPEX, OPEX)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지국 장비 설치 및 기지국 패키지 적

용에서 관리와 유지보수, 운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비

록 2개 망 이상의 단말기를 수용하는 공용기지국이라도 소유와 

운영관리는 설치/구축을 담당한 개별망 주체가 가져가야 한다. 

다. 코어망/서비스망 개별 구축 vs. 공용 구축  

서비스 커버리지 영역과 셀간 무선 간섭에 민감한 영향을 받

는 기지국 구축과는 달리  코어망 장비인 EPC(Evolved Packet 

Core), IMS(IP Multimedia Core Network Subsystem), 응용 

서버류는 개별 망별 고유서비스 운영과 관계가 있으므로 3개 

개별망 주체별로 따로 구축,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상호운용성 시험센터의 개별 운영 vs. 통합 운영 

3개 공공통신망 구축에서 기지국 공유에 따른 통합 패키지 검

증과 망 연동 환경에 대한 망간 상호운용성 시험은 필수 사항이

다. 패키지 현장 적용전 연동 및 통합시험을 위한 3개 망 공용 통

합 IOT(Inter-Operability Test) 센터의 설립은 필수 사항이다.   

마. 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의 개별 주체 vs. 공동 주체

패키지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3GPP LTE 표준기

반의 동일한 Software Release Version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

다. 개별망 별로 요구되는 서비스 기능의 개발 및 변경 관리는 

개별망 별로 패키지가 관리될 수 있으나, 망간 연동을 전제로 

한 통합 패키지는 현장 적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최고위

급 엔지니어가 포함된 3개망 통합 협의체(패키지 관리협의회)

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정책 결정의 개별 주체 vs. 공동 주체

(과금, 인증, 보안 정책, 망 연동 규격과 정산 정책)   

서비스 및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른 3개의 공공통신망을 고려하

였을 때, 과금, 인증, 보안 정첵은 개별 망별로 결정되어 운영 

관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단 기지국 공용화(RAN Sharing)로 

인한 인증, 보안 정책 조율, 연동 규격 설계 및 연동 서비스 정

산은 3개 개별망 사업 주체들이 모여서 운영 정책에 대한 논의

를 하는 통합 협의체(기능 및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공공통신망에서 망간 단말 이동성과 서비스 연동 

분석에 따른 망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망간 무선 간섭 제어와 

서비스 품질 보장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제안이 실

제 시스템 설계와 망 구축에 반영되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데 

꼭 필요한 고려사항을 결론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통합공공통신망 협의체

통합공공통신망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700Mhz 대

역에서 LTE 표준기술을 사용하되 서로 다른 용도로 구축되는 

재난안전망, 철도망, 해상망의 구축계획(구축일정, 커버리지 계

표 6. 3GPP 표준 QCI (3GPP TS 23.203 Rel-12)

QCI
Resource

Type
Priority
Level

Packet 
Delay 
Budget

Packet 
Error

Loss Rate
Example Services

1

GBR

2 100	ms 10-2 Conversational	Voice

2 4 150	ms 10-3
Conversational	Video	
(Live	Streaming)

3 3 50	ms 10-3 Real	Time	Gaming

4 5 300	ms 10-6
Non-Conversational	

Video	
(Buffered	Streaming)

65* 0.7 75	ms 10-2
Mission	Critical	user	
plane	Push	To	Talk	
voice(e.g.,	MCPTT)

66* 2 100	ms 10-2
Non-Mission	Critical	
user	plane	Push	To	

Talk	voice

5

Non-
GBR

1 100	ms 10-6 IMS	Signalling

6 6 300	ms 10-6

Video(Buffered	Streaming)
TCP-based(e.g.,	www,	
e-mail,	chat,	ftp,	p2p	
file	sharing,	progressive	

video,	etc.)

7 7 100	ms 10-3
Voice,	Video	(Live	
Streaming),	Interactive	

Gaming

8 8 300	ms 10-6

Video(Buffered	Streaming)
TCP-based(e.g.,	www,	
e-mail,	chat,	ftp,	p2p	
file	sharing,	progressive	

video,	etc.)

9 9

69* 0.5 60	ms 10-6
Mission	Critical	delay	
sensivive	signalling	
(e.g.,	MC-PTT	
signalling)

70* 5.5 200	ms 10-6
Mission	Critical	
Data(e.g.,	example	
services	are	the	
same	as	QCI	6/8/9)

주*			PS-LTE	서비스를	위해	새로	지정된	QCI(65,	66,	69,	70),	GBR:	
Guaranteed	Bit	Rate

자료	:	3GPP	TS	23.203	Policy	and	Charging	Contro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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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장비구성 및 단말기, 서비스공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써 장비와 단말,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공급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된 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중첩지역에 대한 최적의 연동방안을 결정하고, 망

간 경계지역에 공동 셀플래닝을 수행하므로 기지국 구축에 경제

성과 최적화를 추구하고 망 품질도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기지국 공유시에는 기관별로 제공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써 망내 유무선 자원의 체계적 할당을 가능케 한다.   

공공통신망의 상용망 연동이 요구될 때 창구가 되어, 인터페

이스 규격, 서비스 품질 정책, 사용자 인증, 망 사용료 정산, 보

안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기능구현 

공공통신망간에 연동이 되려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서비

스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각 개별망에 적용하는 패키지의 

Release Version을 일치시켜야 한다. 

응용서비스의 연동을 위해서는 코어망의 서비스 제공방식

이 동일해야 한다. (예: IMS) 만약 호처리 지원 규격이 개별망

별로 다르면 코어망 연동시 인터페이스 규격을 매번 새로 정의

하여야 한다. [참조] 부산지하철 1호선 ‘열차무선설비 구매 설

치 제안 요청서’(2015.2), ‘주제어 장치 : EPC(MME, P-G/W, 

S-G/W). HSS, PCRF, 관리장치(EMS), CALL서버, PTT서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ALL서버는 VoIP구현을 위해 SIP, 

H.323을 지원하여야 한다‘ 

망간 핸드오버 서비스를 위해서는 동일한 망 형상을 유지하

고, 표준화된 Signalling 절차를 적용하며, 각종 무선/서비스 

파라메터를 통일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각 개별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하여 유

사 서비스에 대한 구현방식을 통일하고 이용자의 동작방식도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발의 단순화로 인한 개발

일정 단축, 기능 유지보수의 편의 증대뿐 만 아니라 서비스 이

용자의 편이성(UI/UX:　User Interface/User Experience)를 

증대시키고, 유사기능을 활용하는 이용기관 사용자간의 혼란을 

방지해 준다.   

•통합 IOT(Inter-Operability Test) 센터 구축 

700MHz 대역에서 구축되는 3개 공공통신망간 연동 및 공공

통신망과 상용망간 연동이 요구된다. 연동하는 망의 갯수가 증

가할수록 테스트해야하는 망간 인터페이스의 조합은 급격히 증

가한다. 

3개의 공공통신망과 상용망을 고려한다면 통합 IOT 센터 구

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 IOT센터에는 공공통신망에 연동되

는 모든 장비가 구축되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예상되

는 Test Case와 Integration Test, Regression Test를 수행하

여야 한다. 

공공통신망에 들어가는 장비들의 인증을 수행하고, 패키지 출

시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므로 통합 IOT 센터는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테스트 대상인 인터페이스 수룰 최소화 

시키고, 프로토콜도 표준화/단순화 시켜야 하며, 시험용 장비의 

형상도 표준화/최적화하여 시험 환경을 구축한다.

•단말기 적기 확보 

단말의 경우, 3GPP PS-LTE 표준화 일정 (Rel.13은 2016년 

3월에 표준 완료예정으로 MC-PTT, eProSe/eD2D, IOPS 기

능이 포함되었음)에 따른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일정이 중요하

다. 사업추진 일정에 비해 표준일정이 촉박하므로, Rel.13 표준

을 반영한 칩셋이 적용된 단말기를 재난안전망 확산사업 기간

내 조기에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기능은 로드맵에 의해 단계적

으로 개발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공공통신망 사업별로 다양한 단말기 타입이 요구된다. 

상용망 연동을 위한 멀티플-주파수 지원 기능, 열악한 재난현

장에서 요구되는 고신뢰 Ruggedized 단말기, 화재 현장 투입

조용 웨어러블 단말기, 선박용 무선 라우터, 해상 환경에서 요

구되는 고출력 방수 단말기, 열차용 차상 단말기, IoT 게이트웨

이 단말기 등이 필요하다. 

•기관내 협력 

재난안전망의 경우, 확산 사업시 3개 권역(서부망, 중부망, 동

부망)별로 구축될 예정이다. 권역별로 구축사업자가 다르게 선

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공급 장비의 형상과 규격은 통일

하여야 하고, 인터페이스 방식도 표준화 하여야한다.  

철도망의 경우,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가 구간별로 각

각 단위망을 구축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장비 형상

과 규격을 일관성이 있게 유지하여야 하고 인터페이스는 표준

화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는 지역별로 발주처가 각

기 다를 수 있으므로 표준화가 더욱 중요하다. 철도망을 총괄하

는 중앙의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단위망의 장비의 형상, 규격, 

사용자 동작방법을 최대한 통일시키고, 모든 인터페이스는 표

준화하여야 한다. 

결 언  

본고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추진되는 재난안전망을 비

롯한 철도망, 해상망등 공공통신망 구축에서 예상되는 주요 고

려사항을 사전에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협의, 도출하므로 공공

통신밍 구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 일정지연, 중복투자

를 방지코자 하는 취지로 작성하였다.

본고에서 검토된 3개 공공통신망의 경우, 상세 구축계획, 서

비스규격, 표준운영절차(SOP)가 입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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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저자가 재난안전통신망 포럼에서 활

동하면서 파악한 내용과 저자의 추정에 기반하여 작성한 것이

기에 구축, 운영, 서비스 조건 등이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PS-LTE 재난안전망, LTE-R 철도망, LTE-M 해상망 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수년 앞선 연구개발 및 

상용화 실현을 통해 성공사례를 확보한다면 공공통신망 분야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이 가능하다.

세계최초의 PS-LTE 전국망 구축 사업과 LTE 기술 기반으로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동일한 시기에 서로 다른 용도의 3개의 

공공통신망 구축이라는 도전적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데 

본 기술보고서가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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