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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혹은 재난 상황에서 각 기관 및 파트 별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각 임무와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
는 것이 중요하며, 재난 사고를 적절하게 예방하고, 대비·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을 통합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1].
최근 들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재난 사고들이 

끊임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공공안전에 대해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1년 뉴욕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재난통신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였으며, 국내
의 경우에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국가차원의 재난
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 2006년부터 ‘필요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이란 이름의 재난통신망을 일부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제대로 된 재난통신/공공안전망 구축
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3]. 현재는 2017년 구축
을 목표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국민안전처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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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major disasters require the development of socially transparent and rational -deci-
sion-making procedures. Recent reports indicate that the frequency of human disasters 
are decreasing while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are becoming more frequent. 
The creation of a disaster communication network, which is essential in protecting the life 
and property as well as providing a sense of societal security. Standards for a modern di-
saster communication network must be developed at the national level, with national state 
support for a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such as a Public Safety-LTE that allows the 
construction of an effective national disaster network plan. Compliance and certification 
standards to ensure interoperability of communications and other equipment are neces-
sary for the creation of a modern national disaster network that allows more efficient man-
agement of disaster situations. It can be expected that our efforts and example can help 
other countries to build a standard protocol for managing the national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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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통신의 종류

상업적인 이동통신망과는 달리 재난통신망은 다음과 같은 차별
화되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 우선, 다수와의 그룹통신에 있어 우선
통화, 동적 그룹번호 할당 등에 있어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단말간 
직접 통신 기능이 요구된다. 즉각적인 정보전송이 중요시되는 만큼 
주요 장치들의 높은 가용도(availability)를 가져야 하고, 어느 장소
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특성에 따라 통신 커버리지(cover-
age)가 우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생존복원성(resilience), 보안성(se-
curity), 상호운영성 등이 재난통신망에서 요구된다[4,5].

1. 재난관리용 무선통신

1) 무선호출

일반 가입 전화망을 통해 무선 기지국에서 무선으로 숫자, 문자
로 구성된 데이터를 전송하여 특정 수신 단말기를 호출하는 시스
템이다. 주파수대는 280 MHz가 사용되며, 송신국이 커버하는 지
역은 반경 10-15 km 정도이다. 기존 1비트 메시징에서 간단한 전송
이 가능한 멀티비트 메시징 비롯 음성사서함, 이메일의 서비스가 
가능하여, 재난지역에서 재난경보를 전송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2) 셀룰러 무선통신 

가장 먼저 실용화된 상용이동통신 시스템으로 실외의 넓은 지역
과 고속차량 중심의 서비스가 특징적이다. 800-900 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1 km 이상의 셀 커버리지를 가지며, 대출력의 단
말기를 필요로 한다. 800-900 MHz 대역을 사용하므로 1.8 GHz 대
역보다 파장이 길어서 전파 도달 거리가 길기 때문에 날씨나 건물 
등의 외부환경에 의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
으나, 주파수 대역이 낮아 다른 전파기기들로부터 간섭을 받을 수 
있고, 대역폭이 좁아 많은 가입자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단
점이 있다[6]. 도입 이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배터리의 소형화를 
실현하여 그 이용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성상 광역 서비
스가 가능하고 휴대성이 뛰어나기에 재난 시 재난지역과 이재민 간 
정보교류가 매우 용이하다. 반면, 재해 시 기지국 최대 수용능력에 
제한이 있어 과부하가 될 수 있고, 다중장치나 다중기관 대응 시 현
장에서 다양한 셀 방식 전화 이용자들을 기계적 조작으로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닌다. 

3)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 (PCS) 무선통신

800-900 MHz 대역의 셀룰러에 비해 주파수 대역이 1.8 GHz로 
높아 전파의 직진성이 강하므로 전파기기로부터의 간섭이 적고, 넓
은 대역을 사용가능하며, 송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 다
양한 통신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출력을 요
해 전지 소모와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PCS 무선 

통신은 직진성이 강한 반면 도달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같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기지국이 있어야 하고, 고속주행 시 통
화가 자주 끊긴다거나, 높은 건물이나 산으로 주위가 막힌 곳에서
는 통화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실내 혹은 지역
적, 보행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한다. 이러한 PCS 무선통신은 1.8-
2.3 GHz의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기지국당 사용자 수용능력이 높
으며 1km 이내의 마이크로셀, 소출력의 단말기가 특징적이다. 지
상설비를 이용하는 만큼 재난 발생 시 설비 유실에 대한 대책이 중
요하다. PCS 단말기는 낮은 소비전력으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기지국 경유 없이 단말기끼리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한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기지국으로 영상 전송 및 센터 간 공유가 
가능하여 재난 시 간편하고 유용할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주파수 공용통신(trunked radio system, TRS)

각 사용자가 특정 주파수를 전용으로 사용하던 기존 무선통신 
방식과 달리 한정된 무선주파수를 다수의 이동가입자가 공유하여 
통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사용자는 중계
국 내 어느 채널이든지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통화 접속속도
가 빨라 대기 시간이 길지 않고 빠르며 비용 부담이 적다. 또한 고속
통신에 강하고 광역통신을 제공할 수 있으며, 통화 시만 채널을 점
유하여 통화품질이 양호하고 잡음 및 혼신에 강한 특성이 있다. 
TRS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일대일 혹은 일대다자 간 통신 
기능이 있어 일대 다수의 그룹 및 지령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TRS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그룹 중 일정 그룹을 업무내용
에 관련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용자들의 단말기로 구성시키면 
지정된 무선채널을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
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재난상황 시 현장에서 중앙통제센터
에 상황보고를 육성으로 할 수 있으며 차량 이동국으로부터 긴급 
상황을 알리는데 적합하다. 아날로그 방식은 30 km 이내의 반경을 
가지며 최근 개발된 디지털 TRS는 확장된 채널용량과 반경 20-50 
km의 서비스영역으로 도시 전 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7].

5)  광대역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PS-LTE)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재난 상황 시 효과적인 대응 및 원활
한 재난통신 운영을 위하여 공통 주파수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700 MHz 대역에
서의 광대역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
다.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 GPP)는 각국의 주요 표준
화 기관 간 이동통신분야 공동 국제표준을 목적으로 1998년 12월
에 설립된 국제 표준화 협력단체로 현재 LTE 기반의 공공안전/재
난안전통신(PS-LTE)을 위한 세부 기술규격 개발 및 표준화를 추
진 중이다. PS-LTE의 주요항목으로는 단말간 직접통신(D2D),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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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통신, 핵심망 연결 붕괴 시 독립망 구축기술, PS-LTE 망에서의 
직접 무전통신(push to talk) 등이다. 이 같은 항목들은 3 GPP가 발
표하는 표준화 활동 13판(release 13)에서 그 표준이 발표될 예정이
다[8]. 국내에서는 현재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센터, 기지국 및 20여만대의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2. 재난관리용 컴퓨터통신

1) 웹(world wide web)

인터넷의 핵심 서비스로 볼 수 있는 WWW (world wide web)은 
인터넷내의 정보들을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여 거미줄처럼 서로를 
연결해주고 있다. 서버로 데이터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file trans-
fer protocol (FTP)가 있으며 원거리 컴퓨터 간에 상호 데이터를 주
고 받을 수 있으므로 재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송이 가능하다.

2) 인터넷 전자메일

재난 발생시에는 건물 혹은 지역단위로 구축된 LAN 등의 망이 
생존 가능성이 높으며, 재난 시 붕괴하거나 폭주하는 기존통신망
을 대체하여, 재난지역의 통신수단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3. 재난관리용 위성통신

1) 성층권 통신시스템(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 HAPS)

성층권(지상 약 20-30 km 상공) 통신 탑재 비행선(전장 150-250 
m, 1톤 정도의 탑 재체)을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상 일정위치에 체
류, 각종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무선채
널들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층권
은 기상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체공에 적절한 조건이며, 광역성, 
동보성, 유연성 등의 위성통신의 장점과 시설 유지보수 용이, 짧은 
전송거리, 단말의 소형화와 저전력화 등의 지상 이동통신의 장점도 
보유한 시스템이다.

2) 위성뉴스취재(satellite news gathering, SNG)시스템 

중동 걸프전에서 미국 CNN 방송사가 현장 중계에 사용함으로
써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지게 된 SNG는 위성안테나의 고출력화에 
의한 지상안테나의 소형화에 따라 가능해진 기술이다[9]. 현장에
서 수집된 재난 관련 정보를 위성으로 송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지역의 현지 상황 중계가 가능하다. 장점으로는 정보의 장거리 
송수신이 용이하고, 지상 어느 곳에서나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자
연재난 발생 시 전송이 가능하며, 동시 전송이 가능하고, 연락회선
을 동시에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동중계차에 탑재가 산간도
서와 같은 통신취약 지역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정보전달이 가능하며, 통신선로 두절 시에도 임시회선 사용이 가
능하다.

3) 초소형 지구국(very small aperture terminal, VSAT)

초소형 지구국을 이용한 위성통신 서비스로 지구국을 손쉽게 
이동, 설치 및 철거할 수 있어 기존 통신설비의 파괴로 통신이 불가
능한 경우 손쉽고 빠르게 대체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10]. VSAT 단말에 연결된 감지기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중
심국에 전송하며 중앙 재난통제본부에 실시간으로 감시대상의 상
태를 알려줄 수 있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무인 자동데이터 수집
과 보고가 가능하며, 설치 조작이 쉽고 소형이라 차량 등에 탑재가 
용이하다[11].

4)  지구측위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과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이용자의 위치, 속도 및 시간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GPS와 GPS로부터 수신된 재난을 예방 혹은 발생지역에 대한 정확
한 공간정보를 나타내는 GIS를 이용하여 재난방지 및 재난대책 수
립에 이용할 수 있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GPS는 미국의 전 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미국 외의 국가
에서는 갈릴레오(유럽), 글로나스(러시아), 베이두(중국)와 같은 시
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과 인도에서는 국지적인 자국의 항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12].

재난통신망의 구성

1. 무선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구성

기본적으로 휴대국, 이동국, 기지국으로 나눌 수 있다. 휴대국
(portable station)은 이동 중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 
오랜 시간 사용은 불가능하고 단말기가 소출력이다. 이동국(mo-
bile station)은 차량 전원을 이용하여 작동하며, 대출력의 송신기기
를 갖출 수 있고, 운송체 상단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다. 기지국(fixed 
station)은 시설기관에 장치하는 장비로 대출력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원거리 교신이 가능하다.
통화방식의 분류로는 크게 단방향통신(simplex)과 이중통신

(duplex)이 있다. 단방향통신은 수신측에서 송신측에 응답할 수 없
는 방송이나 감시카메라 같은 것이다.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한 이
중통신에는 반이중통신(half-duplex), 전이중통신(full duplex)으
로 나뉜다. 반이중통신은 한 쪽이 송신하는 동안 다른 쪽에서 수신
하는 통신 방식으로, 송신과 수신을 양쪽 장치에서 할 수 있으나 동
시에 할 수는 없다. 휴대용 무선통신기와 인터넷폰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 중 반드시 한 사람만 이야기 할 수 있을 뿐 동시에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이중통신에는 2회선과 4회선이 사용되는데, 4
회선의 경우 2개의 2회선이 있는 셈이므로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전송이 가능하며 이를 전이중통신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전화
망, 고속데이터 통신 등이 이와 같은 전이중통신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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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주파수이다. 주파수는 그 대역에 따른 특성변화가 크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안테나 시스템, 지형 및 시설 위치, 무선기기 성능 등
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비상통신 및 응급의료용 주파수는 응급
의료정보센터와 의료기관용으로 제공된 응급의료용 5채널(170.74-
170.86 MHz), 병원 구급차용으로 사용되는 구급 및 인명안전용 2
채널(152.140, 172.080 MHz) 등이 있으나 이동통신서비스의 발달
로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외에 각종 대역에
서 아마추어무선용 비상통신 주파수가 있다[13].

2. 비상무선통신체계의 구성

통신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필요한 전달수단 및 통신설비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이용 등
을 규정하는 약관을 제정토록 한다. 가능한 공공서비스 기관을 망
라하는 집중화된 응급구조대를 조직 해야 되고, 감청과정을 만들
어 통신정책과의 조화평가 및 의료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선대역을 최소화하여 주파수를 지정하고 장비를 배치하
며, 구급차 현장출동, 치료지시, 전달매체 간, 의료 및 공공기관 간 
그리고 재난구조의 각 활동 별 주파수를 따로 지정해야 한다. 

1) 음성 통화망 및 데이터통신망의 구성

평상시는 각 기관별 통신체계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통제센터
를 기지국 형태로 구성하고, 재난 현장에서는 현장 내 구호, 처치, 
연락에 사용하도록 단거리 위주의 소형 휴대무선통신망을 구성한
다. 원격지에서 정확한 자료를 수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무선 데이
터 통신망도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재난 복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피해 집계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폰팻치(phone patch)는 일반 전화선로에 무선기기를 접
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는 일반 전문인과 전문의료진의 조언
과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
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2) 재난 시 비상무선통신 위한 주파수 지정

응급주파수 지정으로 재난대책본부, 재난현장, 현장처치소, 구
급차,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재난구조용의 용도가 아닌 단수 업무의 응급의료용 주파수가 따
로 할당되어 있어 재난 시에 필요한 주파수의 설정이 필요하며, 주
변 타 업무용 무선기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단파(VHF; 30-300 
MHz) 대역보다는 극초단파(UHF; 300-3,000 MHz [3 GHz]) 대역
의 설정이 필요하다[14].

3) 비상발전설비

정전에 대비한 설비가 필요하며, 특히 재난 시 상용전원 사용이 

어렵기에 기지국 통신시설에 공급할 비상 발전설비와 휴대국을 위
한 비상 충전설비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차량 전원을 이용하
기 위해 전원안정화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통신을 통한 의료지시체계 구성

응급구조사나 구조요원에게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상황에 알
맞은 응급처치나 의학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활용이 가능
하도록 별도의 의료지시용 무선통신선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의료진 또는 구조요원이 무선통신기기의 운용에 숙달되어 있지 않
으면 확보된 채널을 이용해도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의 훈련이 가능하여야 하며, 여러 장비의 공급이 가능한 경우
에는 최신기술을 이용한 무선팩스 또는 아마추어 텔레비전 등을 이
용하여 환자의 현장 진료기록을 즉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이송 
이후에 적절한 치료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응급의료체계통신

일상적 사고에서, 응급구조사들은 환자를 인수하는 의료시설에 
환자보고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응급의료통신이 재난관리
체계 내에서 필요하다. 이는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발생한 환자수, 환자들의 상태, 소아, 임신 등의 특수정보들을 압축
된 간단한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응급의료 통신을 
공급하는 정부는 궁극적으로 의료통제팀이 환자의 위치를 파악하
고, 이송 우선순위 및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치료병원을 결
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와 통신이 접목된 시스템과 장
비 등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에는 ICT (information and communi-
cation technology) 기술을 접목하여 관제시스템이 최단거리 최적
의 병원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즉각 환자 위치를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계되어 나오고 있다[15].

결  론

향후 우리 사회에 나타날 재난은 사회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구조가 확립된다면 인적 재난은 감소하는 반면 자연재난
이나 사회재난이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적절한 재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은 인명과 재산,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
수적인 요소로 강조된다. 미래의 재난안전 통신망은 다양한 기술
의 개별망들이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의 상호연동 및 통
신규격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시 재난 무선 통합망 구성
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국가 재난 통신망의 구축사
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3 GPP 주요 표준화 항목
의 표준화가 적기 완성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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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관련 장비의 적합성 및 인증을 통하여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여
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성공적인 망 구축은 우리나라뿐 만 아
니라, 타 국가에 파급력을 가질 수 있으며, 전 세계에 걸친 표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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