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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은 경찰, 소방,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와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위한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일반 유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능과 더불어 직접통신, 그룹통신 등과 같은 특수기능이 

필요하다. 특히, 재난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망의 생존성·보안성·상호 

운용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이상윤, 2014]. 재난 발생 시 통신망의 생존성은 정전, 통신시설 붕괴 등의 

비상상황에서도 통신이 항상 가능하여야 하며, 자체 장애 복구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안성은 도청, 

감청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재난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대규모 재난에 따른 치안 공백, 테러 등 보안 취약성이 증가되어 공공안전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난망에 대한 보안이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그러한 재난에 구난, 구호, 대응, 복구 등을 위해 여러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들이 각자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휴대용 기기, 미디어 글래스, 스마트 카 

등의 스마트 기기들과 상호 연동이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통신장비들과 응용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 운용에 

이르기까지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차대현 외, 2014].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경험했듯이 해양경찰, 해군, 육지경찰,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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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각기 다른 무선통신망을 사용함에 따라 혼선을 초래하여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제로 구조·구급 현장에서 사용했던 통신망을 살펴보면, 해양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는 아이덴(iDEN: 

integrated Digital Enhanced Network)1), 해군과 육지경찰은 테트라(TETRA, 유럽형 개방형 디지털 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TRS(Trunked Radio Service) 시스템)2), 그리고 진도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VHF(Very 

High Frequency)3)무선망을 사용하였다.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 오히려 지휘체계에 혼선이 

빚어져 인명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을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그 후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래 기간 동안 결정하지 못했던 통신망 기술방식을 

2014년 7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우리나라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 기술방식을 공공안전-

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이하‘PS-LTE’이라 칭함) 방식으로 결정하였다[강희조, 2014]. 

  이러한 정책 결정에 대한 주요 특징은

 지금까지 재난상황을 대부분 음성 위주로 전달하였다면, PS-LTE 기술을 활용하면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로 

통해 보다 현장감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선진국의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의 정책 및 현황, 주파수 자원의 활용실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명확한 문제 진단과 시사점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을 위한 효율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Ⅱ.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재난안전 통신망의 정의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에 대한 법체계상의 정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우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활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통합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이 법조문에서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60곳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 

1) 디지털 휴대 전화, 양방향 무선, 문자 페이저, 데이터/팩스 기능을 단일 통신망에 결합시킨 무선 솔루션. 800MHz, 900MHz, 1.5GHz대의 주
파수를 사용하고 시분할 다중 접속(TDMA)과 GSM 구조에 기반을 둔 모토로라사 개발 시스템이다. 위의 4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포켓 
사이즈 크기의 iDEN 핸드셋을 사용하여 단추 하나만으로 전화, 인터넷 접속, 문자 메시지 전송, 전자 메일 송수신을 할 수 있고 한 명 또는 수
백 명과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공공안전통신을 위해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가 개발한 이동무선통신 표준으로, 음성 및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다. 암호화 기능이 있
기 때문에 경찰ㆍ소방ㆍ군 등의 국가기관과 정유ㆍ항공ㆍ항만ㆍ철도 등 사회기간시설에서 자가 통신망을 구축할 때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통신 
시스템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3) 초단파 파장이 10m에서 1m까지의 전파. 직진하므로 단파처럼 지구를 둘러싼 전리층에서 반사되지 않고 통과해 버리므로 초단파를 이용한 통
신은 대상물이 일직선 범위내로 한정된다. VHF무전은 초단파를 이용하므로 직진성이 강해 근거리 혼신이 적은 전통적인 무전기술이다.[네이
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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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228개, 의료기관 13개, 공공기관 4개 등 총 322개로 파악된다4). 또한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에 관한 법률적 규정은 [표 1]과 같다.

[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8.6.][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4로 이동 <2013.8.6.>]

  또한, 재난 선진국들이 공공안전 재난구조(PPDR: 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입장에서 정의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안전 서비스를 위해 평상시 경찰들의 범죄예방, 대규모 집회 및 행사 등의 지원을 

포함하고 비상 시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신망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차대현 외, 

2014]. 더 나아가 재난안전 통신망은 평시에는 치안 및 안전관리 용도로, 각종 재난 발생 시에는 상황전파, 

구조·구급 및 사고 대응, 수습, 복구 등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 관련기관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의미한다.

2.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 관련 기술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 중 기본적으로 유선망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물리적인 단절로 인해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기존의 통신망 장애시 비상 통신망 기능으로 빠르게 전환되어야 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무선통신 기술이 재난안전 통신망에 활용된다.

  이러한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 기술 중 대표적인 방식은 디지털 TRS 테트라(TETRA, Terrestrial Trunked Radio)이다5). 

이러한 TETRA 방식은 1995년 유럽 전기 통신 표준 위원회(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 의해 첫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진 무선통신기술이다. TRS는 기존 무전기의 성능을 발전시킨 

4) 국회입법조사처, 2011. 일부 수정

5) 테트라(TETRA, Terrestrial Trunked Radio의 준말)는 전문적인 업무용 휴대용 무전기 통신규격이다. 정부기관, 응급서비스(경찰, 소방서, 앰
뷸런스), 철도운송요원, 군용 사용을 특별히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테트라는 유럽무선통신표준기구(ETSI)가 정의한 개방형의 디지털 주파수 
공용 통신 표준규격이다.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방안

防災安全 DISASTER SECURITY  2015 통권13호 Vol. 5, No. 1┃71 

통신기술로써 다수의 가입자가 일정한 주파수 자원을 공유하여 상대방과 다양한 형태의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방식이다[배성훈 외, 2014].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이동통신 관련 단체들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국제전기 

통신연합(ITU)의 IMT-2000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규격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GPP 규격은 진보된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규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무선(radio), 핵심망(core network), 서비스 구조(service architecture) 등을 모두 

표준화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3GPP는 Release라는 단위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특정 기능에 대해 ‘release 

x에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3GPP는 1998년 12월에 개설되어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일본전파산업협회(ARIB), 일본통신기술협회(TTC), 중국통신표준협회(CCSA), 미국통신사업자연합(ATIS), 

그리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이 참여하고 있다6). 그래서 현존하는 재난안전 통신 기술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분류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 2] 재난안전 통신 기술 분류

구분 TETRA iDEN PS-LTE

개발 ETSI 주도 모토로라 3GPP 주도

전송기술 TDMA TDMA OFDMA

기술 개방성
유럽 국제 개방형 표준으로 개방성 

높음
독자방식으로 개방성이 낮음

국제 개방형 표준으로 높은 기술 

개방성

재난 대응성
0.2초 접속시간, 동적 그룹핑, 

비상통화 등의 대응성 높음

접속시간이 0.5초로 TETRA대비 

대응성이 낮음
재난 관련 기능 개발 진행 중

통신 안정성
높음(기지국 장애, 음영 지역 단말간 

직접통화 가능)
낮음(단말기 중계기능 부재)

기지국 단독 모드, 직접통화 등 

기술 개발 진행 중

사용 국가 유럽
미국, 캐나다

한국 KT파워텔

미국, 한국 차세대 통합 재난안전  

통신망

주파수 효율성 중간 높음 높음

6) http://ko.wikipedia.org/wiki/3GPP,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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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의 현황

3.1 국내외 재난안전 통신망 현황

  우리나라의 육지 경찰에서 사용하는 재난안전 무선망은 TETRA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 중이다. 

주제어국7)간에는 E1급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약 10만대 이상의 무선단말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 

TETRA 시스템을 구축한 고속도로순찰대는 각 고속도로 구간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각 지방경찰청의 

주제어국에서 사용하는 기지국 및 단말기를 수용하여 운영 중이다[배성훈 외, 2014].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소방업무용 무선통신망은 서울 및 경기에 TETRA, VHF/UHF망을 병행 운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전국 16개 소방본부에서는 VHF, UHF, 아마추어 무선망 등을 소방행정 지휘 및 소방작전 

등에 활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에서는 이동 중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무선망인 Wibro를 

기반으로 산불 감시를 하고 있으며, 산불의 규모에 따라 화재 진압용 헬기와 공무원 등 유관기관들과는 VHF/

UHF망을 통해 상호 통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한 모든 유관기관들간에는 직접 또는 

그룹 통화가 되지않아서 중계 통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의 경우에도 Wibro, TETRA, VHF, UHF 등의 다양한 이동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다. 이동 통신망은 

주로 이동 및 야전 위주의 지원을 담당하는 통신망으로 각 육군·해군·공군마다 별도의 통신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있다.

  철도청의 무선 통신망은 크게 통화 용도와 제어 용도로 나눌 수 있다. 통화 용도로 사용되는 음성 통신은 

VHF(150MHz, 아날로그), UHF(440MHz, 아날로그), TRS(800MHz, 디지털) 등이 사용되며, 주로 관제실의 

관제요원와 기관사, 관제요원과 현장 유지보수요원간의 열차운행 관리용이다. 제어 용도의 영상 통신은 각 

역으로 접근하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승강장 상황을 사전에 알려주는 용도로 18GHz대역이 사용된다[김사혁, 

2014]. 향후 350km/h 이상의 고속 이동시에도 전송이 자유로운 LTE-R을 철도 무선 통신망 기술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7) 지구 전체 범위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 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미국의 하와이, 알래스카, 괌 섬 및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4곳의 육상 감시국에서는 GPS위성이 그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에 이들을 정확히 추
적하여 그 정보를 주제어국으로 보낸다. 주제어국에서는 각 위성에 대한 궤도 정보 요소 및 기준 발진기 오차를 계산하여 준다. 이들 정보는 송
신국에서 위성으로 송신 녹음되며, 위성에서는 다시 반송파 변조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정확히 수정된 궤도정보를 제공해 준다. [네이버 지식
백과](선박항해용어사전,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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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재난안전 통신망 사용 현황
(2014년 기준)

구분 통신 기술 구축방식 활용 내용

경찰청

TETRA
자가망

(6대광역시)

· 재난시: 통합지휘 통신망으로 활용

· 평시: 치안용으로 사용

    - 1 순위: 112신고 및 사고처리

    - 2 순위: 집회 시위 통제

    - 3 순위: 주요행사 및 교통관리

· 재난시: 통합지휘 통신망으로 활용

· 평시: 치안용으로 사용

    - 1 순위: 112신고 및 사고처리

    - 2 순위: 집회 시위 통제

    - 3 순위: 주요행사 및 교통관리

VHF, UHF8) 전국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TETRA, 

VHF, UHF

자가망

(서울, 경기) · 소방행정 지휘 및 작전

· 소방행정 지휘 및 작전
VHF, UHF 전국

국민안전처
(해양안전본부)

iDEN 상용망 · 해상안전관리 및 업무 연락

· 선박 조난, 작전 통신을 위해 VHF, MF/HF, 위성통신 등 

   자가망도 운영함

· 해상안전관리 및 업무 연락

· 선박 조난, 작전 통신을 위해 VHF, MF/HF, 위성통신 등 

   자가망도 운영함

VHF/UHF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Wibro9),

VHF, UHF 등
전국 · 산불감시 및 진화 업무

지자체 VHF, UHF 등 전국 · 산불예방 업무(시군 단위로 구축 운영)

공군 Wibro, TRS,

TETRA,  

VHF, UHF 등

자가망

· 13개 비행단 정비 업무(정비데이터 기록 및 입력 등)

해군 · 해상작전, 연합, 합동 통신망 운영

육군 · 전략/전술/특수 통신망을 활용

한국전력 TETRA 자가망 · 음성, 무인자동화 시스템

철도청
TRS, VHF, UHF 등

(LTE-R 추진) 
자가망 · 열차 제어(통신장비 개발 연구 중)

8)9)다음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재난관리 선진국의 재난안전 통신망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광활한 

국토 면적으로 인해 연방, 주 정부 및 기관별로 다양한 방식의 재난망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재난안전 

통신망의 주파수는 VHF, UHF 대역, 700/800MHz 대역, 4.9GHz 대역 분배를 통해 주파수 공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08년 주파수 경매에서 700MHz 대역의 D블럭이 유찰됨에 따라 공공안전 

8) 극초단파. 파장은 1m에서 10cm까지, 주파수는 300에서 3,000메가사이클까지의 전파이다. VHF(초단파)보다 파장이 짧고 지향성(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달범위는 제한되나 보다 많은 채널을 가질 수 있다.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UHF파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항해 또는 항공 시스템 및 특정 종류의 치안 통신에도 이용되고 있다.[백과사전 브리태니커] 

9) 주파수 대역은 2.3㎓, 서비스 대역폭은 1Mbps 정도이며, 실외에서나 이동중에도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뜻한다. 개인
용컴퓨터·노트북컴퓨터·PDA·차량용단말기 등에 와이브로 단말기를 설치하면 자유롭게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백과사전 브리태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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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2012년에 총 34MHz 폭을 재난망을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 또한 태풍 

카트리나 등의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약 5천여 개의 재난관련 기관들 간의 협업 및 통합지휘 체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통신망을 광대역화·일원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오바마 정부는 PS-LTE기반의 

광대역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법안을 의결하고, 7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당분간은 기존 

APCO-25와 PS-LTE의 병행 운용을 한 후에 PS-LTE로 재난안전 통신망을 통합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영국은 2000년 8월부터 TETRA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동통신 업체인 mmO2을 통해 Airwave망을 구축하여 

공공안전 기관에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TETRA 또는 Tetrapol 

방식으로 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중국은 TD-LTE 방식으로 1447-1467 MHz 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하여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하였다. 

2011년부터 베이징 지역을 시험지역으로 선정하여 재난망 구축을 시작했으며, 주요 서비스는 응급정보 전송, 

영상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텐진 지역에 단계적으로 재난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재난 통신망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은  700MHz 대역의 후보 주파수 대역을 관심에 두고 있다. 하지만 구축 

비용 문제로 인해 1.4GHz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2011년 광대역 재난안전 통신 서비스용으로 VHF TV대역(170~202.5MHz)을 할당 받아 지진 등의 

재난에 대처하고 있다. 디지털 TV전환으로 생긴 유휴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하여 재난현장의 영상 정보를 

지휘부로 전송하고 있다. 또한, 최대한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VHF대역에 맞게 변형한 자체 표준인 

WiMAx망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이상윤, 2014].

[표 4] 해외 재난안전 통신망 사용 현황

구분 통신 기술 활용 내용

미국

미시건주 APCO-25 · 경찰, 소방, 환경, 고속도로, 법률 부서 등

유 타 주 APCO-25 · 경찰, 소방, 교통, EMS, 교정기관, 천연자원 등

일부기관 iDEN, VHF, UHF 등 · FBI, 국무성, 재무성, 뉴욕시, 테네시 주정부, 앤드류 공군기지, 마약국 등

호   주 APCO-25 · 경찰, 소방, 구급 등 50여개 기관

영   국 TETRA, Airwave · 경찰, 소방, 국방 등

독   일 TETRA · 경찰, 소방, 연방 재난기관 및 국경수비대, 응급 등

핀란드 TETRA · 경찰, 소방, 국방, 교통, 교도소, 응급, 구조 등

캐나다 iDEN · 경찰, 소방 등

일   본 VHF, WiMAx
· 경찰, 방위청, 해상보안청, 기상, 홍수, 도로 등

· WiMAx: VHF대역에 맞게 변형한 자체 표준

중   국 TD-LTE · 공공시설 확인, 응급 정보, 영상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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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난안전 통신망 주요 기능  

  국가 재난 통신망은 대형 테러나 재난발생 시 군·경찰·지하철·소방서 등 관련 공공기관을 무선으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무선망으로 다음과 같은 필수 요구기능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 재난망의 생존 신뢰성으로 통신기능을 극한 상황(낙뢰, 정전 등)에서도 유지되어야 하고, 장애 시 

응급복구가 신속하고 용이하여야 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아야 하고, 이동 

중에도 통신이 가능토록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 대응성으로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통신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등으로 신속한 통화(상황전파·지령·보고 등)가 필요할 경우 즉시 통화 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보안성의 확보로 통화내용이 도·감청 등으로 인해 중요 정보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자칫 해킹 사고로 

인해 재난과 안전관리에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인된 

사용자에게만 의미 있는 정보가 상호 소통되어야 한다.

  넷째, 상호 운용성으로 여러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업을 해야 하는 재난 상황에서 같은 기종 또는 

서로 다른 기종의 시스템 상호 간에 통신(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 스마트 기기들과 상호 연동이 가능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통신장비들과 응용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 운용에 이르기까지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섯째, 운영 효율성으로 통신 서비스를 보다 넓은 지역에 제공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난망이 운영되어야 한다. 자가망 및 사용망의 용이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사용자 

수용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아래 [표 3]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37개 차세대 재난안전 통신망 요구기능을 LTE 기반 기술이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PTT(Push To Talk: 동시에 여러 명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기능) 등 일부 

기능의 조속한 표준화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표 5] 재난 안전통신망 주요 기능

구분 주요 기능 설명

생존
신뢰성

직접통화/단말중계 · 단말기 상호간 직접통화 및 중계를 통한 통화

단말 이동성 · 단말 이동 시 통화 유지 및 연속 서비스 제공

호 폭주 대처 · 사용자 집중으로 인한 호 폭주 시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

단독기지국 운용 · 기지국 전송로 및 교환기 장애 발생시에 기지국 단독으로 통화로를 제공

이중화/전송매체 운영 · 통신의 연속성을 위한 이중화

통화품질 · 재난시에도 선명한 통화음질의 보장

백업 및 복원 · 저장 영역 네트워크를 통한 백업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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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성

개별통화 · 상대방 단말기의 ID를 눌러 1:1로 통화

그룹통화 · 동일한 통화그룹에 속한 단말기 상호 간 1:N 통화

지역선택 호출 · 임의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단말기를 선택 호출

통화그룹 편성 · 시스템 관리기에서 원격으로 통화그룹을 생성 및 삭제, 편성

가로채기 · 지령대에서 통화중인 그룹통화를 중지시키고 가로채기 통화

비상통화 ·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누를 경우, 동일 그룹에서 최우선 통화

단말기 위치확인 · 위성 또는 기지국 기반 측위 기술을 이용한 위치 확인

영상 통화 · 화상 통화 기능

주변음 청취 · 긴급상황 시 주변의 소리 청취 기능

복수통화그룹 수신 · 다자간 통화그룹 지정 기능

보안성

단말기 사용허가/금지 · 지령대에서 단말기 등록/허가 또는 사용금지 시키는 기능

암호화 · 전송구간을 암호화하여 도청 및 감청을 방지하는 기능

인증 ·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유효화된 통신서비스 제공

보안규격 · 보안장비 등의 탑재를 위한 표준인터페이스 제공 

통합보안관제 · 해킹 방어를 위한 방화벽, 침입탐지 및 예방

상호
운용성

개방형/표준 준수 · 시스템 관리기 및 단말기에서 상황을 전파 메시지 전송

호 연결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가입자 용량확보

망 연동 ·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망 상호 간에 협력하여 동작하는 절차

운영
효율성

상황전파 메시지 · 시스템 관리기 및 단말기에서 상황을 전파 메시지 전송

가입자 용량 확보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가입자 용량확보

다자간 전이중 통화 · 복수의 단말기로 동시 통화가 가능해 각종 비상 상황시 회의 통화

데이터 통화 · 정보의 전송 및 처리

통화내용 녹음/녹화 · 음성 및 영상통화 내용의 녹음과 녹화

발신번호(ID) 표시 ·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수신자에게 알려 주는 것

원격 망관리 · 원격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관리

망관리 시스템 · 교환기로부터 망의 상태, 경보, 트래픽 데이터 등을 수집, 축적

보고서 생성 · 다양한 변수가 고려된 상세 보고서의 자동 생성 기능

통화 용량 확장 · 통화 용량을 확장시켜 주어 보다 많은 가입자들에게 통화 서비스를 제공

광역/광대역 통화권 및 

전송기술 확보

· 광역·광대역 통화권 확보 및 품질보장, 데이터 속도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

주파수 다중화 · 두개 이상의 고수준의 채널들을 하나의 저수준의 채널로 통합

* 박남훈 외, 2014, 일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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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 재난안전 통신망의 문제점

  재난안전을 위한 국내 통합지휘 무선망 사업은 재난현장에서의 일원화된 통신체계를 확보하여, 재난관련 

공공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구축되는 무선 통신망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각 기관별 고유 업무용 무선통신망으로 사용하다가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 지휘통신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다수의 기관이 재난안전 통신망을 통해 상호 공조 및 대응 

체계를 갖추고 한정된 주파수 내에서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반한다[김용규, 2014]. 

하지만 국내 재난안전 통신망의 현실은 아직까지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난 무선망의 대부분을 

경찰청에서 치안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공공 기관들의 요구 사항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첫째, 국내 재난대응 기관들인 소방 119는 TRS(370MHz), 경찰 112는  TRS(370MHz), 산림청은 VHF(124MHz), 

응급 의료기관은 UHF(463MHz), 철도청은 VHF(146~174MHz), 국방부는 AM/FM, VHF/UHF 등 다양한 

주파수 대역과 통신방식이 달라 상호 통신에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국내 기관별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력 

대응에 문제가 있다.

  둘째, VHF(초단파)/UHF(극초단파) 무전기용으로 할당된 2.8MHz 주파수 대역폭을 1,700여 개의 

공공기관들이 사용함으로 인해 충분한 채널 확보가 곤란하다.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4년 4월 국내 

무전기 업체가 자체 개발한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무전기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가 치안, 소방, 교통사고, 철도, 

재난현장 등의 분야에서 그룹 통화, 일대일, 중계 통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정된 주파수 

대역폭 내에서 많은 소통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고,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장비 및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다. 하지만 오랜 우여곡절 끝에 국민안전처는 안전 

통신망 구축사업을 PS-LTE 방식으로 결정되고, 2015년 6월말쯤 시범 사업자 선정 공모가 있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재난망 예산 재검토 결과 시범사업 예산을 애초보다 많이 삭감한 436억원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시범사업 발주와 용역결과 도출과정까지의 소요되는 시간과 삭감된 예산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Ⅳ. 맺는 말

  본고에서는 국가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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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감염병 사고 등 국가적 재난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의 

규모와 횟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복합·증폭적이고 돌발성의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양한 준비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관리 및 통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일 것이다. 

이를 위한 해법의 일환인 재난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한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의 주파수로는 700MHz 대역이 가장 적합하며, 주파수용도나 무선국 이용현황, 

공급시기, 가용대역폭, 미국·유럽 등을 고려한 국제적 조화 측면에서도 가장 무난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이상윤, 2014]. 또한 주파수 대역폭 사용은 718~728㎒ · 773~783㎒ 대역의 20MHz폭을 활용함으로써 

공공망(재난, 철도, e-Navigation)을 중심으로 하여 통합망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황금 주파수 대역인 

700MHz를 놓고 통신업계 40㎒폭, 지상파 방송사 24㎒폭에 대한 배정 요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렇게 합의되고 확정된 재난안전 통신망 주파수가 정치권의 정파적 이해나 민간 사업자들의 

이해득실에 의해 번복되거나,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미국의 사례처럼 재난망을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며, 비상시에는 우선순위 통신 

서비스(TSP: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iority)를 적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재난 대응용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서비스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민간 상업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파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자들에게 할당 예정인 700MHz 대역 40㎒폭 + a 대역폭을 활용해 보다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난 및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통신망이 붕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백업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재난망의 특성상 망 생존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위성 백홀을 

이용한 망 복구, 이동형 기지국을 통한 망 복구 등 이중화, 이원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용망을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으로 활용할 경우 천문학적인 구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과 사용망을 

유사시에 백업망으로 사용함으로써 망 생존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용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동향을 주시하여 각 국들의 

표준화 노력에 동참하고, 오히려 국제표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선도해야 한다. 3GPP은 PS-LTE 

재난안전 통신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관련 장비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ICT기업들이 관련 자체 기술들을 개발하고 선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연 수백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해외 재난망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재난안전 통신망 사업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일원화된 재난대응 지휘체계 확보를 위한 국가 

중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였듯이 한정된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되던 무선망을 통합하고, 민간 상용망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중복 투자의 폐해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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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해 본다. 또한 이러한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어도 이를 운용하고, 특히 재난 발생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난 전문가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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