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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을 목표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안전 및 재난통신에 대해 다룬다. 1 GHz
대역 이하의 별도의 전용망과 Long Term Evolution (LT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안전 LTE (Public Safety-LTE,
PS-LTE)가 주로 고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전용망을 사용하지 않는 최우선 비상 시스템기반의
공공안전 및 재난 통신 방식에 대해 고려하였다. 또한 간단한 모의실험을 통해 성능 결과를 보였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
및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Ⅰ. 서 론
최근에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장하고,
기존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성과를 얻은 셀룰러나 Wi-Fi
통신과는 달리 공공안전 및 재난 통신은 여전히 큰 발전
없이 뒤떨어져 있다. 유럽의 경우 TETRA 나
TETRAPOL 과 같은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안전 및
재난 통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는 여전히
협대역을 통한 음성 중심의 서비스만을 고려하는 등
굉장히 한정된 범위의 데이터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 공공안전 및 재난
통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근에 가장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PS-LTE 이다 [1, 2].
PS-LTE 는 주로 공공안전 및 재난 통신을 위한
전용망을 고려하고 있고, LTE 네트워크 기반의 통신
방식을 통해 기존보다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700MHz 대역에서 10+10 MHz 의 대역폭을 전용망으로
지정하였고, 유럽 및 아시아 등 전세계적으로도 1GHz
대역 미만의 대역에서의 PS-LTE 를 위한 전용망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주파수 자원은 한정적이므로,
이와 같이 별도의 전용망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PS-LTE 와 같이 별도의 전용망을 통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스펙트럼을
센싱하여 주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빈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통신을 하는 방식인 인지무선 (Cognitive
radio) 기술과 유사한 최우선 비상 시스템 (High priority
emergency system)을 통한 공공안전 및 재난 통신에
대해 고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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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모형
Ⅱ. 시스템 모형
그림 1 은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최우선 비상
시스템의 공공안전 및 재난 통신의 시스템 모형이다.
기본적인 시스템의 구조는 흔히 고려되는 인지무선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주파수 대역을 주로
선점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 사용자 (Primary user)들이
서비스 영역 내에 분포하고, 이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주 기지국 (Primary base station)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 기지국 (Emergency base station)이
존재하고, 현재 주파수 스펙트럼을 센싱하고, 주파수
대역의 사용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비상 사용자
(Emergency user)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공공안전 및 재난 통신은 일반적인 인지무선 통신과
달리 고신뢰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주
사용자에게 주는 간섭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송신
전력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만족하기 위해, 기지국의
송신 전력은 높고, 통달 거리 또한 넓어야 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시스템을 적용하였을 때,
주변의 주 사용자의 스펙트럼 사용 상황이 성능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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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간에 따른 주파수 사용 현황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3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Case1: Hotspot 과 같은 많은 서비스 사용 상황



Case2: 중간 정도의 서비스 사용 상황



Case3: 밤 시간과 같은 적은 서비스 사용 상황

그림 2 는 시간에 따른 주파수 대역폭 사용 현황을
나타낸 일예이다. 그림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하는
시스템은 빈 주파수 공간이 존재할 경우 주 사용자에게
간섭을 주지 않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빈
주파수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주 사용자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통신을 한다.
그림 3 은 앞서 고려한 각 상황에서 비상 기지국을
통해 랜덤한 거리에 있는 공공안전 및 재난 통신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평균 전송량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4 는 이러한 경우에 주 사용자에게 미치는
평균 간섭 크기이다. 공공안전 및 재난 통신을 위한 비상
기지국의 전송 전력은 주 사용자를 고려하여 PSLTE 에서 송신 전력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를 고려하였다
[3]. 따라서 기본 송신 전력은 43 dBm 으로 고려하였고,
사용자의 위치는 기지국으로부터 0 에서 500m 사이의
거리에 랜덤하게 분포하였다. 또한 앞서 고려한 상황에
따른 성능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주사용자인
LTE 기지국과 Wi-Fi AP 등을 인지무선 기지국 주변에
분포하였고, 상황에 맞게 서비스 사용 빈도를 조절하였다.
그림 3 과 그림 4 의 성능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적인 PS-LTE 의 하향링크 요구 전송량은
20~22Mbps 정도인 것을 고려했을 때 그것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 별로 살펴보면 Case1 과 같이
서비스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주 사용자의 간섭으로
인해 전송량이 낮아지고, 주 사용자에게 미치는 간섭 또

그림 4. 상황 별 평균 간섭 크기
한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에 Case3 과 같이 서비스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빈 주파수 대역을 적절히
활용하여 적은 대역폭으로 요구 전송량을 얻고, 주
사용자에게 미치는 간섭 또한 낮다. 추가적으로 인지무선
기지국에서 다중안테나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MIMO)와 전이중 (Full Duplex) 기술을 사용할 경우,
목표 전송량을 위해 필요한 대역폭과 시간이 줄어들어
Case1 과 2 에서 주사용자의 빈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더욱 수월해져 Case3 에 비해 큰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 주파수를 스펙트럼 센싱 (Spectrum
sensing)을 통해 수신기에서의 SINR 과 다른 시스템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정확하게 찾는 경우와 송,
수신기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의 성능 차이 또한
그림 3 과 4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향후 시간-공간에서 빈 주파수 대역을
동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 주파수 효율적인 방식이
연구가 된다면 추가적인 전용대역 없이 활용 가능한
의미있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용망을 사용하여 공공안전 및 재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PS-LTE 와 달리,
별도의 전용망 없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선
인지 무선 시스템에 대해 고려하였고, 간단한 모의실험을
통해 향후 연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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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황 별 사용자 평균 데이터 전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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