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A ICT 표준해설서

Ⅰ. 주요 표준 내용

[그림 1]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 및 관리 시스템 구성도

○ 개요

-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와 수신 장치 간 무선통신 방식은 저전력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로라(LoRa) 통신방식 사용
- 해상사고 수신 장치와 해상사고관리시스템 간 LTE(LTE-M.)통신망 사용 정보 전송
- 어선원 해상사고 발신 장치와 수신 장치 간 해상사고 발생 시 사고 전파관련 프
로토콜 및 오발신 대책 등에 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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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사고 신호 발생

- 발신 장치와 수신 장치의 거리 이격에 따른 전파 신호(RSSI, 거리) 단절
- 해상 추락 등에 따른 워터 센서 작동
- 비상버튼(3초 이상) 누름
○ 해상사고 신호 전파

- 인근선원 및 수신장치에 해상사고 전파
- LTE 통신망을 통한 육상에 설치된 관리시스템에 상황 전파
○ 해상사고 신호 오발신 대책

- 수신 장치에서 해상사고 신호 접수 시 사고신호 송신여부 확인
- 해상사고 발생 시 사고 신호 송신, 오발신 시 해상 사고 발생 취소
- 해상사고 신호 접수 후 10초가 지나면 해상사고 신호 자동 송신
○ 1인 조업선에 대한 대책

- 어선원의 추락 등 해상사고 발생 시 해상사고 신호가 수신 장치로 접수 10초가
지나면 해상사고 신호가 육상의 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송신
- 1인 조업선에서 해양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신호가 인근 조업선의 수신 장치에도
신호 수신되어 구조 가능
○ 해상사고 발생 시 발신 장치 작동 순서

- 해상사고 발생 즉시 1초 주기로 경보음 발신, 적색 LED 점멸(*골든타임)
- 사고발생 10초 후 사고신호, 경고음 10초 간격 발신(*골든타임)
- 5분 후 경고음, 적색 LED OFF, 사고신호 30초 간격 발신(*골든타임)
- (저전력 모드 변경) 10분경과 후 경고음 10분 주기, 해상사고 신호 5분 주기로
변경하여 전송
- 전원버튼 강제 종료 또는 배터리 방전(3일간)까지 저전력 모드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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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어선원 해상사고위치 수 ․ 발신 장치 예시도
○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 및 화면 예시

○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 형태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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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 원문 문구별 Q&A
※ 원문 내용 일부 발췌

5. 어선원 해상사고위치발신 시스템
5.1. 배경
어선원의 해상사고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인지하여 구조하거나 인지한 해상사
고 상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
과적인 방안이기에, 어선원의 해상사고 상황을 자동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정
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충돌, 화재 등의 어선 사고를 분석해 보면 <표 5-1>과 같이 5년간
7,222건의 사고가 발생 연평균 약 1.44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표 5-2>와 같이 1,442건으로 연간평균 약 28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표 5-1> 어선사고 종류별 분류 현황
(단위: 척)

연도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기관
손상

인명
사상

부유물
감김

운항
저해

기타

합계

2013

203

6

53

19

60

8

216

32

141

-

101

839

2014

218

3

75

22

85

12

252

82

138

-

142

1,029

2015

318

12

65

26

65

23

477

119

219

-

297

1,621

2016

274

7

113

36

95

14

524

113

280

-

338

1,794

2017

333

14

117

47

73

13

557

121

249

49

366

1,939

합계

1,346

42

423

150

378

70

2,026

467

1,027

49

1,244

7,222

연간
평균

269.2

8.4

84.6

30

75.6

14

405.2

93.4

205.4

9.8

248.8

1,444.4

사고
비율

18.6%

0.6%

5.9%

2.1%

5.2%

1.0%

28.1%

6.5%

14.2%

0.7%

17.2%

100.0%

※ 자료: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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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지난 5년간 어선사고 중 인명피해 현황
연도

부상

(단위 :명)

사망

실종

합계

2013

35

34

121

190

2014

89

44

176

309

2015

62

19

186

267

2016

60

43

221

324

2017

73

27

252

352

합계

319

167

956

1,442

연간평균

63.8

33.4

191.2

288.4

※ 자료: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자료(2017)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중 사망과 실종이 연평균 약 97명으로 전체 인명
피해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구조방안
이 필요하다.
본 표준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어선원을 위한 안전관리와 해상사고
발생 시 어선원의 해상사고 사실과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주변 선박
과 육상에 설치된 시스템에 전송하여 신속하게 구조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5.2. 시스템 기본 사항
5.2.1. 시스템 성능
5.2.1.1. 통신방식, 속도 및 오류 검출 방식
a) 해상에서의 조업 시 사용자 편의성 및 해상사고 상황을 고려하고, 해상사
고 발생 시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과 어선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
악하고 신속히 전송할 수 있으며, 구조 시까지 위치를 송신할 수 있는 저
전력 통신방식인 로라(LoRa)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송속도는 SF-7으로
5.4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Q SF-7은 무엇인가요?
LoRa 통신에서는 Chirp Spread Spectrum(CSS) 변조 방식을 사용하며, 확산 인수(SF, Spreading Factor)는
얼마나 많은 Chirp(펄스 압축 기법인 처프를 사용하여 변조한 신호)을 사용하여 심볼을 표현하는지의 기준이며,
SF의 값에 따라서 전송 속도가 크게 변합니다. 통상적으로 SF-7~SF-12를 사용합니다. 현재는 7로 고정되어
있고, 7인 경우에는 5.468kbps의 속도를 가집니다. SF-7은 1 비트의 정보를 2의 7제곱 즉 128비트로
만들어서 전송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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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4kbps 속도로 설정한 기준 또는 근거는 무엇 인가요?
해상사고위치 발신장치의 상태정보, GPS 위치정보 등 통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양(22byte)을 고려하여
5.4kbps로 설정했습니다.

b) 데이터 오류 검출을 위해서 1byte Exclusive OR checksum을 사용 하여야
한다.
c)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가 데이터를 송신한 후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는
이를 수신하면 즉시 컨펌패킷을 해당 발신 장치로 보낸다.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는 송신 후 일정 시간 내에 이 컨펌패킷의 수신여부를 판단하여,
수신이 확인이 되면 대기상태로 들어가고, 만일 수신 실패로 판단이 되면
백오프(back off) 시간 후에 한 번 더 전송하여야 한다.
5.3. 시스템 기본 구성
5.3.1 기본 구성

(그림 5-1) 어선원 해상사고위치 발신 시스템 개념도

a) 어선원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는 (그림 5-1)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해
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와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간은 로라통신방식을 사
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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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라(LoRa) 통신의 특징에 대한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롱레인지(Long Range)의 약자로 3G나 롱텀에볼루션(LTE) 등 기존 스마트폰 통신망과 달리 저전력으로
통신할 수 있는 장거리 통신망입니다. 최소한의 전력 소모로 10km 이상 통신합니다.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장비를 필요로 하는 통신망과 다르게 별도의 기지국이나 중계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로라는 3G나 LTE에
비해 인프라 구축 비용이 낮은 동시에 높은 확장성을 갖고 있는 통신망입니다.

b)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와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간 노드접속 방식은 1:N
방식인 별구조(star Topology)로 구성되어야 한다.
Q 1:N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척의 어선에 여러명의 어선원이 승선을 하고 있어 1대의 수신 장치에 N대의 발신 장치가 접속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c)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는 주기보고 및 해상사고보고 두 가지의 보고 형
태를 가져야 한다. 주기 보고는 10초 단위로 이루어지고, 해상사고 보고는
이벤트(해상사고 등)가 발생할 때 이루어져야한다.
Q 10초 단위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상사고 어선원의 위치를 파악하여 구조하기 위해
배터리 소모량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d) 2대 이상의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가 동시에 데이터를 보낼 경우 데이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사고위치 수
신 장치는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면 즉시 보낸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를 목적지 주소로 해서 컨펌패킷를 보내야 한다.
Q 1:N으로 구성했는데도 데이터 충돌이 발생하나요?
1대의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에 N대의 발신 장치가 접속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시 여러명이 동시에 조난신호를
송신할 경우와 오발신으로 인한 경우 데이터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한 조치 방안입니다.

5.3.1.1. 정상적인 데이터 플로우
a)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와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 간의 데이터 플로우는
아래 그림과 같다.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가 송신한 Bu-pkt을 해상사고
위치 수신 장치가 수신하면 송신한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를 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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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펌 패킷인 C2-pkt을 송신하여야 한다. 이를 해당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
치가 수신하면 성공적으로 송신이 이루어 졌음을 판단하고 송신을 종료하
여야 한다.

(그림 5-2) 데이터 플로우

b)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가 생성한 무선 패킷은 방송형태(Broadcasted
packet)로 주변의 다른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는 이를 수신해도 무시하여
야 하며,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만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Q 다수의 배로부터 신호를 받았을 때 C2-pkt을 해당 배가 아닌 다른 배에게 보낼 가능성은 없나요?
저전력 장거리 통신방식인 로라통신방식을 사용하므로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나 수신 장치에서 송신한
무선 패킷은 다른배의 발신 장치나 수신 장치로 전송 될 수 있습니다.
C2-pkt는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가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로 전송하는 패킷으로 1개의 수신 장치와
N개의 발신 장치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여 다른 배에서 C2-pkt를 수신할 경우 해당 패킷을 버립니다.

5.3.1.2. 백오프(Back-off) 발생 시 데이터 플로우
a) 동시에 여러 개의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가 LoRa 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경우 각각의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는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 수신
감도(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값을 통해 다른 해상사고위
치 발신 장치가 데이터를 전송 중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b)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가 송신한 Bu-pkt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C2-pkt
이 수신되지 않으면,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는 송신 실패로 인지하고, 데
이터를 재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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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데이터 재전송 플로우

5.3.2. 해상사고위치 발신 및 수신 장치의 STATUS
a) 해상사고위치 발신 및 수신 장치는 대기, 조업 및 해상사고(비상)의 세 가
지 모드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중 해상사고모드는 그 종류에 따라서
5가지가 정의 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의 표는 이에 대한 내용이다.
<표 5-3> 해상사고위치 발신 및 수신 장치의 STATUS 정의
STATUS
(STS)

구분

1

대기모드

2

조업모드

3

다른 단말기가 해상사고 신호를 송신한 경우

4
5

의미

본인이 해상사고 신호를 송신한 경우
해상사고
모드

센서에 의한 해상사고 모드

6

네트워크 단절에 의한 해상사고 모드

7

외부 기기에 의한 해상사고모드

b) 대기 모드는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나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 모두 대기
상태이어야 하며, 이때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가 주기보고를 송신하면, 해
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는 이를 수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해상사고위치 발
신 장치가 이벤트(해상사고 등) 보고를 할 경우는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
는 이를 처리 하고, 오류 발신 검증을 위해 일정시간(약 10초)이 지난 후
LTE망을 통해 육상의 관리시스템에 해상사고 상황을 송신하여야 한다. 하
지만 등록되어 있는 다른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에 전파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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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등록되어 있는 다른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에 전파를 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에서 관리시스템으로 해상사고 상황을 송신 완료하였을 경우, 수신 장치 자체에서
비상상황을 알리고 별도로 발신 장치로 내용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c) 해상사고 모드는 <표 5-3>처럼 5가지가 있다.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가 해
상사고모드에 진입 하면 부저를 울려줌으로써 이를 주변에 전파하여야 한다.
d) 해상사고위치발신 장치는 (그림 5-4)와 같은 상태 천이도와 <표 5-4>에서
와 같이 천이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림 5-4)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상태(STATUS) 천이도
<표 5-4>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상태 천이 조건
천이

조건

①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가 대기모드일 경우

②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로부터 링크가 끊어졌을 경우

③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가 조업모드에 들어갔을 경우

④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가 대기모드에 들어갔을 경우

⑤

- 사용자가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해상사고버튼을 눌렀을 경우
-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로부터 해상사고모드 전환 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
- 사용자 태그가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와 링크가 끊겼을 경우

⑥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로부터 해상사고모드 전환 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

⑦

-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가 장애 등으로 전원이 OFF되었다가 다시 ON이 되어서 대기모드가되었을 경우
- 해상사고위치수신 장치에서 조업 시작/종료 버튼으로 대기모드 전환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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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
5.3.3.1. 요구사항
a)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요구사항은 <표 5-5>와 같다.
<표 5-5>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대역

922.1㎒ ~ 923.0㎒

대역폭

최대 500㎑

비고

주파수
출력

최대 30㎽

통신속도

최대 5Kbps

전송거리

1㎞(시내)

10㎞(시외)

Q 해상사고에서‘시내’와‘시외’구분의 범위와 요구사항 각 수치의 근거(reference)는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의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 라인”의 저전력 광역 무선망에서 비면허 대역 LoRa 기술방식의
규격을 인용하였습니다.

5.3.3.2. 전원 관리
a) 전원을 끈 상태에서 2초간 버튼을 누르면 녹색 LED가 1초간 점등되고
경고음이 짧게 2번 울린 뒤 전원이 켜져야 하며, 이후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와 연결되면 동 장치의 모드를 따라야 한다.[대기(STS=1), 조업(STS=2),
해상사고(STS=3~7)]
b) 전원 버튼을 2초간 누르면 전원 차단 메시지를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로
송신한 후 적색 LED를 1초간 점등하며 경고음이 길게 한 번 울린 뒤
전원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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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원 부족으로 충전이 필요한 경우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로 그 정보를
보내고, 녹색 LED를 연속 점멸하며 1분마다 경고음이 울린다.
Q 경고음은 어느 정도 자주 울리나요?
1. 해상사고 발생 즉시 1초 주기로 경보음 발신
2. 사고발생 10초 경보음 10초 간격으로 발신
3. 5분 후 경고음 30초 간격으로 발신
4. (저전력모드) 10분 경과 후 경고음 10분 주기로 발신

d) 배터리는 Full(10)부터 충전이 필요한 수준(5)까지 1씩 구분하여 해상사고위
치 발생장치가 그 정보를 울려 알린다.
e) 무선충전을 시작하면 녹색 LED로 충전 상황을 표시하고, 충전 상태는 단
계로 LED를 점멸 표시한다.
5.3.3.3. 대기모드
NO-LINK(STS=0)에서 10초에 한 번씩 페어링 신호를 송신하다가 어선용 해상
사고위치 수신 장치가 대기모드로 변경이 되면 대기모드(STS=1)로 진입하며,
이 때,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가 조업 모드 또는 해상사고 모드임을 알려오
면 모드가 변경되어야 한다.
5.3.3.4. 조업모드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가 조업모드로 전환하면 대기/해상사고모드에서 변경
되며, 녹색LED가 5초 단위로 점등되고 워터센서가 동작해야 한다.
Q‘워터센서’는 무엇인가요?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가 물(바닷물)에 감지될 경우 이를 알려주기위한 센서로서,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어선원이 조업 중에 바다에 빠졌을 경우 해상사고 상황을 알리기 위한 바닷물 감지 센서입니다.

5.3.3.5. 해상사고모드
a) 비상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이 1초 주기로 울리고, 적색 LED가 점멸
되고, 5초 이내에 다시 2초간 누르면 응급신호 발생되고 적색 LED가 상시
점등되며 경고음이 울리며, 5초 이내에 아무런 작동이 없거나 5초 이내에
버튼을 누르면 해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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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워터센서에 감지가 되거나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로부터 2회 이상 수신
을 못하면 작동하고, 적색 LED 상시 점등하고 경고음이 울려야 한다.
c)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로
부터 해상사고 신호가 접수되면 동 수신 장치에 등록되어 있는 해상사고위
치 발신 장치도 해상사고 모드에 변경된다. (적색 LED를 1초 단위로 점멸,
경고음을 1초 단위로 ON/OFF하여 앞의 두 가지 해상사고 모드와 구분)
Q 해당 수신 장치를 등록하지 않고도 사용가능한가요?
수신 장치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사용은 가능하나, 수신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의 제원 등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d) 해상사고 버튼을 누른 당사자가 응급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거나 어선용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에서 해상사고 접수를 해제하면 해상사고 모드가
취소되어야 한다.
5.3.3.6. 해상사고신호 작동 순서
a) 해상사고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적색 LED가 점멸되며 경보음이 울려야
한다.
b) 최고 출력으로 해상사고신호를 즉시 송신한 후 10초 간격으로 송신하여야
한다.
c) 해상사고상황 발생 후 5분 지나면 경고음은 작동이 중지되나, 해상사고 신
호를 30초 주기로 송신하여야 한다.
d) 해상사고상황 발생 후 10분 지나면 경고음이 한 번 울리고 이후로 10분
주기로 경고음이 한번 울리며 해상사고 신호 송신 주기는 30초에서 5분으
로 변경되어야 한다.
e) 전원 버튼으로 강재 종료하지 않는 한 전원 소진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f)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로부터 조업 또는 대기 모드 정보가 오면 해상사
고 모드가 해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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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 무선 충전 단계
a) 무선충전을 시작하면 녹색 LED로 충전 상황을 표시한다.
b) 충전 상황에서는 충전에 따른 전원꺼짐 상황 정보를 송신하고 전원이 꺼진다.
c) 충전기에서 분리되면 녹색 LED가 꺼지고 전원꺼짐을 유지한다.
Q 무선충전 기능만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선 충전일 경우 충전기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인해 방수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선충전만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5.3.3.8. NO-LINK
NO-LINK에서 10초에 한 번씩 비컨을 송신하고, 녹색 LED는 5초 주기로 점멸
한다.
5.3.3.9.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식별부호
a)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는 고유의 네트워크 ID(NID)와 시리얼 넘버로 구성
되어야 한다.
5.3.3.10.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데이터 플로 차트

(그림 5-5) 전원인가 후 플로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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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원이 인가되면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상태는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
치로부터 받은 상태값(STS=n)에 의해 상태가 변화한다.
b) n=0은 전원인가 후 아직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와 연결이 안 되었을 때
이고, n={1,2}는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와 연결되어있는 상태로 순서대로
1은 대기 모드, 2는 조업 모드를 나타내며, n={3,4,5,6,7}까지가 해상사고 모
드이다.
c) 해상사고 모드에서 n=4는 SOS 버튼을 눌렀을 때, n=5는 Water sensor에
의한 해상사고 모드이고, n=6은 네트워크 단절에 의한 해상사고 모드이며,
n=7은 외부 장치에 의한 해상사고 모드이고, n=3은 다른 발신 장치에 의
한 해상사고 모드이다.
d) 전원이 인가되면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는 GPS 위치데이터를 1초 단위로
받아서 처리하여야 하는데, GPS 위치데이터가 정상적인 위치데이터가 아
닐 경우 이를 폐기하고, 정상적인 GPS 위치데이터가 수신될 경우 이를 수
신하게 된다. 데이터 수신 중 해상사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위치데이터
를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로 전송한다.
Q‘정상적인 데이터’선별은 어떻게 하나요?
GPS에서 출력되는 NMEA(시간, 위치, 방위 등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규격) 데이터에는 위치정보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표출해주는 FLAG가 있습니다.
※ FLAG란 식별 또는 표시를 목적으로하여 데이터에 붙여지는 표시기이며, 보통 1비트가 사용됩니다.

e) (그림 5-6)의 플로 차트는 상태(STS) 처리 루틴 중에 $Wsts=n을 통신 모듈
로부터 받았을 때, n의 값과 현재의 STS의 값으로부터 새로운 STS값을 결
정하는 루틴이다.
f) 여기서 n은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가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로부터 받
은 컨펌 패킷에 들어 있는 정보로 결국은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가 결정
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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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상태(STS)변화 플로 차트

5.3.3.11.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네트워크 단절의 판단
a)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는 내부적으로 통신 모듈과 서브 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b) 통신모듈은 LoRa 자가망 스텍이 들어 있는 통신 기능을 담당하는 모듈이며,
각종 센서를 처리하고 동작 모드를 결정하는 것은 서브 보드에서 수행한다.
c)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서브보드가 로라 통신모듈(LoRa-RS)로 메시지
형태의 주기 보고 및 이벤트(해상사고 등) 보고를 위한 데이터와, binary
format의 형태를 가진 GPS 데이터를 전송한다.
d)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 통신모듈(LoRa-RS)는 이를 받은 후 Bu-pkt으로
만들어서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로 송신을 하며,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
통신모듈(LoRA-BS)은 이를 수신하면 컨펌 패킷인 C2-pkt을 LoRa-RS 모듈
로 송신하고 이를 수신한 LoRa-RS 모듈은 C2-pkt에 들어 있는 STS정보를
서브 보드로 $Wsts=n의 형태로 전송함으로써 싸이클이 완료가 된다.
e) LoRa-BS로부터 C2-pkt이 수신되지 않으면, LoRa-RS 모듈은 통신 실패를
인식하고, 2회 더 송신을 시도하며, 계속해서 LoRa-BS에서의 전송하는 C2pkt을 수신하지 못하면 LoRa-Rs 모듈은 $Wsts=0을 서브보드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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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서브 보드는 LoRa-RS 모듈로부터 $Wsts=0이 올 경우 통신 실패로 인식하
고 연속된 $Wsts=0의 횟수가 3 이상이 되면 sts=6 즉 네트워크 단절에 의
한 해상사고 모드에 진입한다.
g) 한편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 내 LoRa-BS 모듈은 등록되어있는 모든 단말
기의 정보를 Tag Table에서 관리하면서, 발신 장치로부터 Bu-pkt을 받으
면 해당 Tag table을 업데이트하는데 이 때, count field를 clear시키고 5초
단위로 Tag field의 count를 증가시며, count field가 8까지 증가하면 그 단
말기는 통신 두절로 판단한다.

(그림 5-7) 네트워크 단절 판단

5.3.4.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

(그림 5-8)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

a)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는 (그림 5-8)과 같이 LED Display Panel과 조업/
대기, 정상/취소, 해상사고/확인을 나타내는 버튼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각의 버튼의 색상 등도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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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의 화면 UI는 (그림 5-9)와 같이 모드와 메시지, 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5-9)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 화면 UI

c)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의 패킷 플로우

(그림 5-10)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 패킷 플로우

⦁ (그림 5-10)은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가 주기보고, 위치정보 보고 및
이벤트(SOS) 보고 시 각 장치간의 데이터 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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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가 주기보고 등을 송신할 경우 Bu-pkt을 생성해
서 보낸다. Bu-pkt 패킷 내부의 <msg>는 다음과 같다.

(그림 5-11)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주기보고 등 Bu-pkt 패킷

⦁ 여기서 <RS>는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네트워크 주소(NID)이고 <STS>
는 <표 5-3>과 같이 1~7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다.
⦁ 수신감도(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는 송신 전에 해상사고
위치 발신 장치가 check한 값이고, L#는 배터리 레벨로 #는 0~10 중의
한 가지 값을 가지며, 5이하의 값은 충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다.
⦁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가 대기 모드인 상황에서 새로운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주기 보고가 들어오면 테이블에 새로운 장치로 등록한다. 또
한 이 정보는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의 리눅스 보드로 전달이 되고 리눅
스보드는 이를 처리하여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한다.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가 조업모드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를 등록하
지 않는다. 그러나 미등록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해상사고보고는 타
선박의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로 간주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가 해상사고 메시지를 보낼 경우는 SOS버튼을
누르거나(STS=4) Water Sensor가 동작을 하거나(STS=5), 해상사고위치 수
신 장치와의 거리가 멀어져서 통신이 끊길 경우(STS=6)의 세 가지 경우
이다. 이 때 Bu-pkt 패킷 <msg>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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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Bu-pkt 패킷
구분
Lng1
(data length 1)

DA
(Destination
Address)

SA
(Source Address)

GID
(Group ID)

IA
(Initial Address)

RS(NID)
(Network ID)

STS
(Status)

G

내용

구분

- DA ~ msg까지 데이터 byte 수
- 2byte (0x0000 ~ 0xFFFF)

Seq
(sequence
Number)

- 동일한 정보의 개수
- 1byte (0x00 ~ 0xFF)

- 2byte (0x0000 ~ 0xFFFF)
- 방송 패킷: 0XFFFE

Cmd
(commend)

- 1byte (0x00 ~ 0xFF)

- 2byte (0x0000 ~ 0xFFFF)

Lng2
(data
length2)

-“Msg”의 byte 수
- 2byte (0x0000 ~ 0xFFFF)

- 등록된 장비의 그룹
- 1byte (0x00 ~ 0xFF)

Msg
(메시지)

- 전송 데이터 영역
- 가변적임 (보고형태에 따라 변동)

chk
(Exclusive
OR check)

- Lng1~msg까지 byte단위 XOR값
- 1 byte (0x00~0xFF)

- 초기의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주소
- 2byte (0x0000 ~ 0xFFFF
- 발신기 네트워크 ID
- 2byte (0x0000 ~ 0xFFFF)

RSSI

- 발신기 상태
- 0: Disconnect, 1: Waiting,
- 2: Working, 3-7: SOS

L#

메시지가 GPS 데이터임을 표시

Latitude/
Longitude

내용

- 발신기의 전파 수신감도
- 1 byte
- 배터리 잔여량 수치
- #0~5: 충전이 필요함
- #6~10: 사용 가능
- 위도/경도 좌표
- 4byte (DDmm.mmmm)에서
“.”빼고 4byte 정수로 표시

(그림 5-12)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의 C2-pkt 패킷

⦁ Bu-pkt 패킷을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의 LoRa-Bs 모듈이 수신하면 등
록관리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STS 값을 새로이 지정하여 C2-pkt을 만
들고, 이를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로 전송한다.
⦁ DA(Destination Address)는 목적지 주소로 Bu-pkt을 송신한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네트워크 주소이다.
⦁ SA는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의 네트워크 주소이다. STS는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에 새로이 지정할 STATUS 값이다.
⦁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는 특정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로부터 주기 보
고 및 해상사고 보고 패킷을 접수하면 그 정보를 테이블에 관리하며, 해
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의 상태에 따라서 상태 값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C2-pkt에 실어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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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의 C2-pkt 패킷
구분

내용

구분

내용

Lng1
(data length 1)

- DA ~ msg까지 데이터 byte 수
- 2byte (0x0000 ~ 0xFFFF)

DA
(Destination
Address)

- 목적지 주소(발신 장치 네트워크 주소)
- 2byte (0x0000 ~ 0xFFFF)

SA
(Source
Address)

- 2byte (0x0000 ~ 0xFFFF)

GID
(Group ID)

- 등록된 장비의 그룹
- 1byte (0x00 ~ 0xFF)

Seq
(sequence
Number)

- 동일한 정보의 개수
- 1byte (0x00 ~ 0xFF)

chk
(Exclusive OR
check)

- DA ~ msg 사이 값
- 1 byte (0x00~0xFF)

STS
(Status)

- 발신기 상태
- 0: Disconnect, 1: Waiting,
- 2: Working, 3-7: SOS

5.3.4.1. 대기모드
a) LED Display Panel에“대기모드/선원들의 단말기를 확인하는 중이며, 현재
검색된 단말기는 총 0 대입니다.” 문구가 표출되어야 한다.
b) 주기보고 신호가 수신된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의 총 수가 표시되고, 20
초 동안 수신이 없으면 바로 총 수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5.3.4.2. 조업모드
a) 대기모드에서 녹색 버튼을 누르면 조업모드로 변경되어야 한다.
b) LED Display Panel에는 “대기모드/0명 선원의 안전을 확인하는 조업모드
로 전환하시겠습니까?”로 표출되어야 한다.
c) 황색 버튼(취소) 누르면 대기모드로 전환되어야 하고, 적색 버튼(확인) 누
르면 “조업모드/현재 등록된 0대의 단말기를 기준으로 해상사고를 자동
감시합니다”란 문구와 함께 조업모드로 전환되어야 한다.
d)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가 검색되어도 감시 단말을
추가하지 않고, 대기버튼으로 조업모드 해제 시까지 단말기 정보를 보유하
며, 조업모드 해제 시 등록 단말기를 초기화하고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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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대기 / 조업모드 Display

5.3.4.3. 해상사고 신호 접수(등록된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
a) 등록된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 동작 중 통신이 끊겨 4회(40초)이상 단절
시 사전경보 발생하고, LED Display Panel에 “1번 선원의 해상사고가 의
심됩니다. 해상사고 신호를 송신하시겠습니까?”로 표출되어야 하며, 선원
의 해상사고신호가 감지되었을 때는 LED Display Panel에 “1번 선원의
해상사고신호가 수신되었습니다. 해상사고신호를 송신하겠습니까?”로 표
출되어야 한다.
b) 경고음으로 해상사고경보 발생을 알리고, GPS위치 정보가 수신된 경우
(그림 5-14)와 같이 표시하고, GPS위치 정보가 수신되지 않았을 경우나 비
정상적인 GPS위치 정보가 수신될 경우 마지막으로 수신된 발신 장치의
GPS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c) 60초 내 취소버튼을 누르면 "1번 선원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고 해상사고
신고를 취소하였습니다."가 표출되고 조업모드 복귀 및 경고음이 중지되어
야 하며, 60초 내 확인되지 않거나 적색버튼 선택 시 "1번 선원 해상사고
를 신고하였습니다."가 표출되고 해상사고위치 관리시스템으로 구조요청
메시지가 1분간 지속 송신되고 경고음도 지속적으로 울려야 한다.
d) 구조 및 해제 여부 정보를 송신하고, 구조자 구조 시 조업모드, 미구조시
미구조자를 제외한 지속적인 해상사고 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상사고
자에 대한 감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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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해상사고확인(어선원) Display

5.3.4.4. 해상사고 신호 접수(등록되지 않은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
a) LED Display Panel에 “외부에서 해상사고신호가 수신되었습니다. 해상사
고신호를 송신하겠습니까?”로 표출하고, 경고음으로 해상사고경보의 발생
을 알리고, 수신된 GPS위치 정보 표시, GPS위치 정보가 수신되지 않았을
경우나 비정상적인 GPS위치 정보가 수신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수신된
발신 장치의 GPS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b) 이하는 등록된 해상사고 발신 장치와 동일하다.

(그림 5-15) 해상사고확인(외부 해상사고신호) Display

5.3.4.5. 해상사고표시중단
a) 5분 이상 해상사고신호가 감지되지 않으면 경보를 계속 울릴지 여부를 확
인하고, 해상사고신호 확인 후 경고음의 울림을 중단하거나 신고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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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해상사고표시중단 Display

5.3.4.6. 어선해상사고
a)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에서 어선 해상사고를 신고 할 수 있어야 하며 조
업모드나 대기모드에서 해상사고(적색)버튼을 누르면 해상사고신호가 송신
되어야 한다.
Q 발신기에서 수신가능, 수신기에서 발신가능한가요?
․ 발신기에서 수신 가능한 신호: 같은 수신 장치에 등록되어 있는 발신 장치에서 발신하는 해상사고 신호
․ 수신기에서 발신 가능한 신호: 발신 장치에서 수신된 해상사고 신호 및 어선 해상사고 신호

(그림 5-17) 어선해상사고 Display

5.3.4.7. 네트워크 단절
a) 인터넷 통신여부 체크 메시지를 송출하고 통신이 단절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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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통신 Display

5.3.5. 해상사고위치 관리시스템
5.3.5.1. 운영 시스템
a) 운영자가 사용이 간편한 프로그램을 구현하여야 한다.
b) 해상사고위치 관리시스템에서는 어선원,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 선박 정
보의 확인, 등록, 편집 및 삭제 기능을 구현하고, 각 구성의 해상사고신호
를 수신하였을 경우 해당 해상사고 신호의 분류와 수신된 GPS신호를 전자
해도상에 표출하여야 한다.
5.3.5.2. 데이터베이스
a) 어선,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 및 발신 장치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해상사고 발생 시의 시간, 정보성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야 한다.
b) 어선,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 및 발신 장치 테이블은 각각의 고유 정보가
저장되고 MMSI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어선과 연관되어있는 해상사고위
치 발신 장치,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Q‘MMSI’는 무엇인가요?
- MMSI는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로서 선박국, 선박지구국, 해안국,
해안지구국 및 집단 호출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무선주파수를 통하여 송신되는 9개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
※ 9개 숫자의 의미
․ 앞에서부터 3자리는 선박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을 나타내는 해상식별부(MID) 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440,441로 지정되어 있다.
→ 예) 440XXXXXX 한국국적 선박을 의미
․ 끝에서부터 3자리가 000으로 끝나면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을 의미하며,
→ 예) 440XXX000 한국국적, 국제항해 선박
․ 끝에서부터 2자리가 00으로 끝나면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을 의미하며,
→ 예) 440XXXX00 한국국적, 국내항해 선박
․ 끝에서부터 1자리가 0으로 끝마녀 국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을 의미
→ 예) 440XXXXX0 한국국적, 국내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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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해상사고상황 테이블은 해상사고 발생시간이 기본값이 되며 MMSI 정보를
통해 어떤 어선인지 조회 가능하며 구조로그 테이블을 통해 사고 경위에
대한 내용이 입력되면 확인시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그림 5-19) 해상사고위치 관리시스템 ER Diagram

d) 클래스 설계
⦁ 해상사고위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중점적으로 하
여 삽입, 삭제, 수정을 할 수 있는 DBManager 클래스 설계를 하여야한다.
⦁ MainController 클래스는 TCP Server Thread를 실행시켜 데이터 수신 대
기하며 기존에 해상사고가 발생했던 어선들을 관리할 수 있고 새로 해상
사고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니터링 및 구조 처리 할 수 있는 클래스로 설
계하여야 한다.
⦁ ShipController, RouterController, TagController 클래스는 각각 어선, 해상
사고위치 수신 장치, 발신 장치의 정보들을 관리하는 클래스로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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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와 연동되어 정보를 삽입, 삭제, 수정 가능해야 한다.
⦁ AlertController 클래스는 해상사고 상황 발생 시 관리자에게 SOS 알람을
처리하는 클래스이며 RescueLogController 클래스를 통해 구조 상황을
입력하고 완료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MapView 클래스는 해상사고 상황 발생 시 관리자가 지도를 통해 어선
혹은 어선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클래스로 설계하여야 한다.

(그림 5-20) 해상사고위치 관리시스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e) 시퀀스 다이어그램
⦁ 최초 프로그램 실행 시 데이터베이스의 해상사고 상황 테이블에 접근하
여 해상사고가 발생했었던 어선들을 표출함과 동시에 TCP Socket Open
및 스레드 실행
⦁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로부터 해상사고 상황 메시지를 수신하면 어선 해
상사고, 어선원 해상사고, 타 어선원 신고로 분류하고 어선원 해상사고는
다시 스위치 누름, 워터센서, 통신 단절의 해상사고로 분류되어야 한다.
⦁ 수신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하고 관리자 화면에 보여준 후 Map에
접근하여 해상사고 상황의 어선과 어선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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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해상사고 상황 시퀀스 다이어그램

5.3.5.3. 해상사고신호 확인
a) 어선에 해상사고가 발생 할 경우 해상사고위치 수신 장치에서 직접 해상
사고신호를 송출 하고, 그 해상사고신호를 해상사고위치 관리시스템에서
수신하면 알림 메시지를 (그림 5-22)와 같이 출력하어야 한다.

(그림 5-22) 어선 해상사고신호 수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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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상사고신호에 대해 등록되어있는 정보의 확인 및 GPS신호의 수신으로
해상사고자의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며, (그림 5-23)과 같이 해상사고위
치 관리시스템에서 알기 쉽도록 단순 좌표값의 출력이 아닌 전자해도상의
표출과, 해당 해상사고어선의 등록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Q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수신기는 아래 전자해도상에 표시되나요?
표시는 가능되나 설치 선박의 정보가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림 5-23) 수신된 어선 해상사고신호의 전자해도 상 표출

c) 해상사고위치 관리시스템에서는 (그림 5-24)과 같이 해상사고신호에 대해 등록
되어있는 해상사고위치 수신 및 발신 장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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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수신된 해상사고 어선과 발신 장치 정보확인

d) 해상사고위치 발신 장치에 의한 해상사고신호를 수신할 경우 해상사고
위치 관리시스템에서는 그 해상사고신호를 분류하여 알람 메시지를 출력
하고, 전자해도상에 해당 어선원의 상세정보 등을 표출해야한다.

(그림 5-25) 해상사고 신호 수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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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해상사고 메시지 표출 형태
구분

메시지 표출

해상사고 버튼

해상사고 버튼에 의한 해상사고신호 발생하였습니다.

Water Sensor

워터 센서에 의한 해상사고신호 발생하였습니다.

통신 단절

통신 단절에 의한 해상사고신호 발생하였습니다.

외부 어선원

외부 어선원에 의한 해상사고신호 발생하였습니다.

⦁ 해상사고신호 수신시 해상사고위치 관리시스템에서는 <표 5-8>와 같이
메시지를 표출하여야 한다.

✚

해상사고 위치발신 장치의 전원 작동하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해상사고위치 발신장치는 3일동안 작동할수 있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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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개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재난, 교통, 보건, 치안, 환경,
시설, 산업 등의 분야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해당 위험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발될 수 있는 피해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대응해야 할 사항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사항들을 사용자 설정, 선호도, 접근성 등의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

[그림 1]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개념

- 맞춤형: 사용자의 이용 서비스 설정(교통, 치안 등), 선호도(글자 크기, 색상, 음성,
문자 등), 접근성(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따른 이용 환경) 요구에 따라 사용자
에게 맞춤형으로 최적화 변형하여 제공
- 참여형: 사용자인 국민이 정보를 이용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안전 정보를 제공
하는 참여형으로 추진하여 안전 커뮤니티 형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활용성과 효용
성을 높이고, 생활안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운영관리 비용 효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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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형: 사용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안전 위험 경보를 받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직접 체험형과 생활안전 대비를 위한 오감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
해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여 안전의식 제고

Ⅱ.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참조 구조 [제1부]

[그림 2]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표준 시리즈(Part)별 관계도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표준별 적용 범위

[그림 3]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표준 시리즈(Part)별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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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표준 시리즈(Part) 및 적용 범위 목록
표준명

적용 범위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1부: 참조 구조

1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2부: 플랫폼 요구사항

2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3부: 단말 요구사항

3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4부: 연동 요구사항

5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5부: 크라우드 소싱 요구사항

4, 5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6부: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4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7부: 생활안전 정보 연동 인터페이스

5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8부: 접근성 프로파일 요구사항

1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9부: Open API(개발 중)

6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10부: 운영·관리 가이드라인(개발 중)

1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11부: 접근성 프로파일 활용 가이드(개발 중)

1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12부: 기능 적합성 시험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13부: 상호운용성 시험(개발 중)

2, 3
4, 5, 6

Ⅲ. 플랫폼 요구사항 [제2부]
○ 개요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 단말 및 외부 정보 제공 DB로부터 생활안
전과 관련된 위험정보를 수집, 분석, 예측을 통해 신뢰성 있는 위험정보를 정해진
구조 및 프로토콜에 따라 사용자 단말, 사용자 단말(관계지정), 제3자 서비스 제공
자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지능형 통합 플랫폼
○ 수집 서브 플랫폼

- 수집 서브 플랫폼은 생활안전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데이터의 분석 및 예측을 위
하여 사용자 단말, 외부 정보 제공 DB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 및 매체로부터 생
활안전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정보나 위험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
- 주요 기능

36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제1부~제7부 통합)

기능

설명

생활안전 관련 데이터 수집 기능
수집 데이터 소스별
데이터 관리 기능
수집 주기 관리 및
수집 현황 모니터링 기능
수집 데이터 분류 기능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생활안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
수집 데이터를 수집 데이터 소스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능
데이터 수집 주기, 데이터 현황(버전, 생성날짜 등), 연결 등을 관리하는 기능
기 정해진 분류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능

○ 분석 서브 플랫폼

- 분석 서브 플랫폼은 수집 서브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생활안전 관련 데이터를 시
뮬레이션,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후, 생활
안전 예방서비스 알림에 활용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위험정보를 생성하는 플랫폼
- 주요 기능
기능

설명

프로파일 기반 생활안전
위험도 분석 및 예측 기능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위험의 위험도 분석 및 피해 정도를 예측하는 기능

접근성 기반 생활안전
위험도 분석 및 예측 기능

접근성 항목을 기준으로 위험의 위험도 및 피해 정도를 예측하는 기능

위치기반 생활안전
위험 피해 및 파급 영향 예측 기능

위험 발생 위치를 기반으로 피해 반경, 파급 피해 및 피해 정도를 예측하는 기능

사용자 피드백을 활용한
대응방안 개선 기능

위험 알림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을 위험도, 피해 정도, 피해 반경 분석 및 예측에 반영하는
기능

분석 결과 기반 생활안전
상황 판단 의사결정 기능

다양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대피 방법 등을 결정하는 기능

○ 공간관리 서브 플랫폼

- 공간관리 서브 플랫폼은 분석 서브 플랫폼에 의해 생성된 위험정보를 공간 기
반의 통합 분석 정보로 생성하여 서비스 서브 플랫폼에게 제공하고 시각화 하
는 기능을 수행
- 주요 기능
기능

설명

공간정보 융합/분석
프로세싱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서 산출되는 위험/예측 정보와 공공시설물 정보,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융합하여 위치기반의 맞춤형 위험 알림 서비스 및 최적 안전 경로 산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공간정보 관리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나리오와 관련된 공간정보들을 다른 서브 플랫폼에서 활용가능한 형태로
재정의하고, 필요시 대피소 정보나 대피 시설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공간정보 시각화

공간정보 융합/분석 프로세싱에서 도출된 사용자 위치기반의 위험/예측 알림 정보나 대피시설물
정보들을 지도 상에 시각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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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서브 플랫폼

- 서비스 서브 플랫폼은 분석 및 공간관리 서브 플랫폼에 의해 분석된 위험정보를
접근성/선호도 및 사용자의 위치 등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맞춤형으로 생활안
전 정보를 가공하여 사용자 단말 및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사용자의 접근성/선호도에 따라 예방서비스를 선택 가능
- 주요 기능
기능

설명

인증 관리 기능

사용자 및 제3자 서비스 제공자 인증 기능

서비스 사용자
관리 기능

각 서비스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한 접근성 및 선호도 관리 기능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관리 기능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별 생활안전 정보 분류, 서비스 유효 위치, 서비스 사용자 접근성 등에 따른
서비스 정보 관리 기능
․ 위치, 생활안전 정보, 사용자 선호도에 따른 서비스 검색 기능

위험 알림 기능

모바일 앱, IoT 기기, 모바일 SMS, 웹 등을 통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정보 전달 기능

공간 정보 기반
서비스 기능

사용자 위치에 따른 생활안전 정보 제공 기능

○ 공통기반 서브 플랫폼

- 공통기반 서브 플랫폼은 수집/분석/공간관리/서비스 서브 플랫폼이 상호 통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맞춤형 콘텐츠, IoT 기기 연계를 관리하고, 통합된
DB를 운영하는 기능을 제공
- 주요 기능
기능
통합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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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각 서브 플랫폼을 통해 수집, 분석 및 가공된 데이터의 저장 및 배포의 기능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추가, 수정 및 삭제 등의 기능

맞춤형 콘텐츠 관리 기능

사용자 프로파일, 위험, 위치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 관리 기능

IoT 기기 연계 관리 기능

데이터 수집 혹은 생활안전 예/경보가 가능한 IoT 기기들을 관리하는 기능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제1부~제7부 통합)

Ⅳ. 단말 요구사항 [제3부]
○ 개요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단말은 사용자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 등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기기
○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

설명

일반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사용자 단말은 참조 구조에 명시된 단말 기능의 일부 혹은 전체의 수행 여부와는 별도로
서비스 데이터의 송수신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REQ-01: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사용자 단말은 단말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지원하는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과 데이터 송수신이 지속되도록 해야 함
- REQ-02: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과 사용자 단말 간의 송수신 데이터 및 내부 저장 데이터 보호
기능을 지원해야 함

위험정보
입력 기능

사용자 단말 위치에 존재하는 위험정보를 사용자 단말에 입력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 위험정보는 사진, 텍스트
입력 등을 통해 입력할 수 있음
- REQ-03: 위험정보 입력 기능을 수행하는 사용자 단말은 아래 입력 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지원해야
함: 사진 촬영/동영상 촬영/문자 입력/음향 녹음

위험정보
표출 기능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으로부터 수신한 위험정보를 사용자에게 맞게 알리기 위한 기능을 수행. 표출
방식은 소리, 빛, 진동 등의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음
- REQ-04: 위험정보 표출 기능을 수행하는 사용자 단말은 아래 표출 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이용하여
위험 종류, 위험 위치(주소) 등 맞춤형 생활안전 알림 정보를 표출해야 함
·화면 표출 기능: 사진, 동영상 및 문자를 활용
·음향 표출 기능: 음성 및 음향을 활용
·진동 기능: 단말의 진동 기능을 활용
- REQ-05: 위험정보 표출 기능을 수행하는 사용자 단말은 사용자 프로파일에 기반한 선별적 위험정보
표출 기능을 지원해야 함

프로파일링
기능

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성별, 연령대, 장애 등의 사용자 특성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
- REQ-06: 사용자 단말은 사용자의 성별, 연령대, 장애 및 기타 맞춤형 생활안전 예방서비스가 지원하는
프로파일 정보 입력 및 저장 기능을 지원해야 함.
- REQ-07: 사용자 단말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위치정보
수집 기능

사용자 단말의 위치정보 획득 기능을 수행. 위치정보는 위성, 이동통신 기지국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음
- REQ-08: 사용자 단말은 위험 신고 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해야 함
- REQ-09: 사용자 단말은 수신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알림 중 사용자 단말의 위치에 해당하는 알림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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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동 요구사항 [제4부]
○ 개요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이 다양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사용자에게 예상되는 주변의 위험 정보를 알리거나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 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및 안전정보통합DB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이들 시스템
으로부터의 정보 수집은 필수적임. 또한, 기존 시스템에서 재난 정보공동활용시스
템이나 안전정보통합DB관리시스템에 제공하지 않는 정보 중에서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는 직접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안전정보통합DB관리시스템의 연동 방식

※ 출처: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4부: 연동 요구사항 표준 (그림 6-1)

[그림 4]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안전정보통합DB관리시스템의 연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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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제1부~제7부 통합)

-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67개 기관의 491종의 정보가 연동(2019년 1월 기준)되
고 있으며, 약 92.3%의 정보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ESB, Enterprise Service
Bus)를 사용하여 연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정보는 오프라인으로 연동하고 있음
- 안전정보통합DB관리시스템의 경우 주로 Open API를 통해 연동하고 있으며, DB
직접 연결, FTP(File Transfer Protocol) 및 ESB 등도 사용하고 있음
- 안전정보통합DB관리시스템은 Open API를 통해 생활안전지도의 지도 및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인터페이스(D-P)

- REQ-1: 과거에 대한 통계 정보의 경우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는 ESB 또는 offline 방식으로 연동할 수 있음
- REQ-2: 실시간성이 중요한 정보의 경우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는 재난이용공동이용시스템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ESB를 사용하여
연동해야 함

안전정보통합DB관리
시스템 인터페이스(S-P)

- REQ-3: 안전정보통합DB관리시스템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는 생활
안전정보 Open API 활용가이드[1]에 따라 Open API를 사용한 연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REQ-4: 안전정보통합DB관리시스템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는 안전
정보통합DB관리시스템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DB 직접 연결, FTP 및 ESB 등을 사용하여
연동할 수 있음

개별 시스템
인터페이스(I-P)

- REQ-5: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나 안전정보통합DB관리시스템과 연계가 있는 개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I-P1)의 경우 개별 시스템이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나 안전정
보통합DB관리시스템과의 연동에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연동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또한, 각 개별 시스템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Open API, DB 직접 연결, FTP 및 ESB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REQ-6: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나 안전정보통합DB관리시스템과 연계가 없는 개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I-P2)의 경우 각 개별 시스템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REST 기반의
Open API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DB 직접 연결, FTP 및 ESB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REQ-7: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나 안전정보통합DB관리시스템과 연계가 없는 개별
시스템의 경우에도 연동의 효율성을 위해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나 안전정보통합DB관
리시스템을 통해 연동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함

제3자 서비스 제공자
인터페이스(P-T)

- REQ-8: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과 제3자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인터페이스는 REST
기반의 Open API를 사용해야 함

Open API 보안 요구사항

- REQ-9: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의 모든 연동 인터페이스 중 REST 기반의 Open
API는 웹 오픈 API 보안 요구 사항[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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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크라우드 소싱 요구사항 [제5부]
○ 개요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에서 사용자
단말 또는 사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생활안전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
성이 있음. 크라우드 소싱에는 사용자 크라우드 소싱과 소셜미디어 크라우드 소
싱이 있음. 사용자 크라우드 소싱은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위
험을 발견하면,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으로 위험정보를 전송하고,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가 전송한 위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며, 소셜미디
어 크라우드 소싱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
셜미디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임
○ 사용자 크라우드 소싱 구조 요구사항

- REQ-1: 사용자 크라우드 소싱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에 미리 가입된 사용
자가 안전관련 신고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으로 할 수 있어야 함
- REQ-2: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함
- REQ-3: 과거의 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고한 사용자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소셜미디어 크라우드 소싱 요구사항

- REQ-4: 소셜미디어 크라우드 소싱 기능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에서 소셜
미디어 상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
야 함

Ⅶ.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제6부]
○ 개요

- 단말이 생활안전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수 있어야 함. 생활안전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이 결정되어 있어
야함

42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제1부~제7부 통합)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과 사용자 단말 등
이 상호 간에 필요한 데이터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과, 이에 따르는 데이터 포맷
을 규정함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과 사용자 단말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

- 사용자 단말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과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은
호환성 등의 이유 때문에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함. 사용자 단말이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에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이 제
공하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이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에 각각 인
터페이스 ID를 부여하고 각각의 아이디에 따라 인터페이스 방식과 인터페이스 세
부 사항을 결정하면 전체 생활안전 서비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각각의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명에 대하여
인터페이스 ID를 할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터페이스 방식과 인터페이스 세부사
항을 결정함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 따른 아래 서비스들의 프로토콜의 동작 순서와 데이터
포맷을 제시함

Ⅷ. 생활안전 정보 연동 인터페이스 [제7부]
○ 개요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이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및 안전정보통합DB관리
시스템과 연동 인터페이스가 없는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인터페이스(I-P2)를 정의함
(*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과 기존 시스템 간의 연동 및 안전정보통합DB관리시스템과 기존 시스템 간의 연동에는 이 표준을
적용하지 않음.)

43

TTA ICT 표준해설서

※ 출처: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제7부: 생활안전 정보 연동 인터페이스 표준 (그림 1-1)

[그림 5] 표준의 적용 대상

○ API 표현 방법

- 이 표준에서 정의하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정보 연동을 위한 API는 웹서비스를
통해 웹브라우저 또는 다른 웹클라이언트에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정보 제공 시
스템에 접속하여 수행되며, RESTful API를 따름
- API 명세에서는 API 요청 시 전달해야 하는 요청 주소 및 요청 인자, API 수행 결
과에 따른 반환값을 포함하도록 정의함
○ API 정의 대상

-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통합 창구인 공
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에서는 각 Open API에 대한 활용 가이드를 제
공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Open API를 공개하고 있는 정보 제
공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Open API를 사용함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Open API를 공개하고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 이외의 정
보 제공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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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연동 인터페이스(getAccidentList API)
getAccidentList API
개요

getAccidentList API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사고
정보의 목록을 요청한다.

getAccidentList API
요청 정보

getAccidentList API를 수행하기 위한 요청 주소는 ‘http://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URL/getAccidentList’이며, HTTP 메소드는 GET을 사용한다. 요청
변수는 없다.

getAccidentList API
응답 정보

getAccidentList API를 수행 결과를 표현하는 응답 변수는 <표 6-1>과 같이 구성되며,
출력 방식은 XML 또는 JSON을 사용한다.

○ 다중이용시설 정보 연동 인터페이스(getPublicBuildingInfo API)
getPublicBuildingInfo API
개요

getPublicBuildingInfo API는 특정 주소의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급 및 비상구 정보를
요청한다.

getPublicBuildingInfo API
요청 정보

getPublicBuildingInfo API를 수행하기 위한 요청 주소는 ‘http://다중이용시설 안전정보
제공 시스템 URL/getPublicBuildingInfo’이며, HTTP 메소드는 GET을 사용한다.

getPublicBuildingInfo API
응답 정보

getPublicBuildingInfo API를 수행 결과를 표현하는 응답 변수는 <표 7-2>과 같이 구성되며,
출력 방식은 XML 또는 JSON을 사용한다.
*변수/타입/설명/필수선택 사항은 표준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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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제공받아 자사의 안전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표준을 참고하여 준용하면 될까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제4부: 연동 요구사항” 표준과 아직은 표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
나 표준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제9부: Open API” 표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춤형 정보 제공과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
스템-제11부: 접근성 프로파일 활용 가이드”도 참고하면 됩니다.

✚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에서 생성된 위험정보를 활용 하는

유스케이스가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세요.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안전 정보를 추가한 서비
스 제공을 계획한다고 가정해보면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으로
부터 Open API를 통해 위험 정보를 제공받아 자사의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용자가 경로 검색
시 경로상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로 검색을 위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제7부: 생활안전 정보 연동 인터페이스” 표준에서 “위험

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연동 인터페이스” 와 “다중이용시설 정보 연동 인터페이스” 만 정의되어
있는데 생활안전 정보 연동 인터페이스는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 외에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은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단계여서 두 가지 정보 연동 인터페이스
만 정의되어 있지만 향후 다양한 생활안전 관련 정보 연동이 필요할 경우 표준 개정을 통해
인터페이스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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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황 및 표준의 필요성
○ 표준 제정 이전‘재난 정보전달 시스템 현황 및 취약점’

-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예: 민방
위경보 시스템, 재난 방송, 긴급재난문자 및 각종 재난 예·경보 시스템)를 활용
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운영주체로 인한 통합운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불필요한
정보를 수신 또는 중복 수신하는 경우 발생
-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재난경보는 ‘문자 및 음성만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약자
및 외국인을 위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임

[그림 1] 대국민 재난경보 전달시스템 적용가능 분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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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의 필요성

- 신규 도입되는 5G 이동통신망 환경에서는 고도화된 재난 정보전달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정부 발령 기관과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경보 전송용 표준 인터페이
스 및 요구사항 정의 필요
-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의 통합발령 체계 필요:
기존 매체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재난 정보 발령 시스템을 통합하여 원
클릭으로 신속, 정확하게 재난 정보 발령 및 발령 결과를 동시 확인 가능, 이동통
신망 기지국과 행정 지역단위가 동일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난 발생지역과 무관한
지역에서 재난경보 문자 수신하던 범위를 축소

[그림 2-1] 재난시스템 관리 주체별 운영

[그림 2-2] 재난발생지역 무관한 문자 수신

▶ 해결 방안
① 정부 발령기관과 이동통신 사업자간에도 표준 인터페이스(CAP) 적용 필요
※ 기존 발령기관 통합경보시스템간에 CAP(Common Alerting Protocol) 적용 중
②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현황과 무관하게 정부 발령시스템에서 긴급재난문자 송출
지역을 선택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필요
[본 표준에서 규정: 인터페이스 C-MSP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게이트웨이별(NAG, MSPAG) 요구사항 정의]

- 신속·정확 대응 가능한 다양한 재난경보 콘텐츠 필요: 재난경보에 대한 제한적
인 글자 수와 음성만으로 인한 정보 부족, 이로 인한 신속·정확한 대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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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표준 적용 이전 재난문자의 문제점 예시

▶ 해결 방안: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서비스 대비 필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영어를 포함한 다국어 지원
[본 표준에서 규정: 멀티미디어 및 다국어 지원을 위한‘인터페이스-C-MSP’경보 메시지의 CAP 프로파일 정의]

Ⅱ. 국가 통합 경보 시스템과 본 표준의 관계도 및 절차 플로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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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대효과
○ 표준 활용처

- 재난 관련 통합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적용

[그림 4] 표준을 적용한 통합 예경보 시스템

- 멀티미디어 콘텐츠, 다국어, 사회적 약자 고려한 긴급재난문자서비스 고도화

[그림 5] 표준을 적용한 재난 문자서비스 고도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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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개선 사항

- 표준을 활용한 사회(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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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경보 게이트웨이(NAG)와 이동통신사업자 경보 게이트웨이(MSPAG)간 ACK or

ERROR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재확인 하는지요?
본 표준에서는 정확한 시간 간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현재 R&D 과제를 통해 개발 중인 정
부 발령시스템인 “차세대 예경보 통합 플랫폼”과 이동통신사 경보 게이트웨이 간에는 이벤트
발생 즉시 ACC/ERR를 전송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

이동통신 사업자경보 GW 요구사항 중 ‘MSPAG-REQ-030’ - ‘단말의 전력 소모에 영

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가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력 소모가 많고,
적은지 설명 또는 예시를 들어주세요.
현재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긴급재난문자(CBS)는 2G, 4G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고
3G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3G 환경에서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기 위해 대기하
는 채널로 인해 배터리 소모가 4배이상 이상 증가되는 것이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3G 폰에
서는 안전디딤돌 앱 활용 중)
“단말의 전력 소모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의 문구는 향후 새로운 이동통신망 환경
에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도입전에 사전 검증 및 합의를 위해 추가된 문구이며 이는 이동통
신망과 단말간의 통신방식에 의존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3GPP 기술을 이용할 때 단말의 전력
소모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CBS 메시지의 크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GPP TS36.331 에서 CBS 전송 무선 구간의 물리계층이 한번에 전송하는 IB(Information
Block) 크기를 제한하는데, 원본 사이즈가 크면 여러 번 분할 전송해야 하므로, 단말의 전력
소모에 영향을 줍니다.

✚

이동통신 사업자경보 GW 요구사항 중 ‘MSPAG-REQ-120’ - ‘기록 보관 기간 12개월’,

‘요청 시 기록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있으면 어느 것인지요?
현재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긴급재난문자(CBS)와 관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및 운영규정에는 기록 보관 기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본 표준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협의 후 최소 기록 보관 기간을 12
개월로 명시한 것이 의미 있고, 향후 관련 법 개정에 적용될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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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사업자경보 GW 요구사항 중 ‘MSPAG-REQ-140’ - ‘30초 이전에 추가 도착

하면 “30초 규정오류” 메시지 응답발송’의 ‘30초’ 설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05.05.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전국 송출체계를 완료하였으며, 정부
와 이동통신사간의 CBIS 통합 연동규격서에 1분으로 설정하였다가 추후 협의를 통해서 30초
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30초는 브로드캐스팅하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부
하를 고려하여 결정된 값입니다.

✚

UCS-2 0x58은 무엇인가요?

Universal Coded Character Set (UCS)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화 기구) 10646으로 정의된 문자 인코딩의 국제 표준입니다. 한국어(한글) 메시지
인코딩은 3GPP 규격 “3GPP TS 23.038”에서 정의한 GSM_keycode에서 유니버설 문자 세트
인 UCS2 0x58로 정의된 값을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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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의 필요성
• 정보 유출 방지: 내부자, 외부 침입자에 의한 유출 등
• 개인정보 보호: 제공한 정보에 대한 권한 관리 필요
(어디에 사용되지? 삭제 요청했는데 완료됐을까? 내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Ⅱ. 표준의 개념
정보를 공유하고자하는 공유자끼리만 나누어 보유. 공유자 중 누구라도 보유 정보
파일 삭제 또는 공유대상 정보를 삭제하면 보관하고 있던 모든 정보가 무효화되어
정보를 복원할 수 없게 됨

[그림 1] 사진정보 분할 및 분할공유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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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킹대비 정보 분할 및 분할공유 예시도

○ 시스템 구성도 및 절차 설명

※ 출처: 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 보호 표준 (그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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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시스템 구성도의 절차 설명

등록과정

제시되는 대상자의 바이오인식 정보로부터 개인식별(Identification) 과정이나 개인 인증(Verification)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바이오인식 정보(Biometric reference)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과정

개인식별과정

개인인증과정

주어진 바이오인식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신원을 밝히는 것이 목적. 이때 바이오인식
시스템은 저장장치 내의 모든 바이오인식 정보와 비교를 통하여 가장 유사도가 높은 대상자의 식별정보를
제공

대상자가 본인의 바이오인식 정보와 함께 개인식별정보(Identity reference)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주어진 바이오인식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주장하고 있는 본인이 맞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데 사용

○ 분할 방법 구분에 따른 정보 등록의 개념도

Ⅲ. 표준의 적용
○ 개인(민감) 정보보호

‘정보이용자(보안관리자)’와‘개인정보 제공자’가 허용해야 해당 파일 열람 가능 –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외에 각 보안관리자, 개인정보 제공자가 분할된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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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인 정보보호 활용 예시

○ 공유 정보보호1

사진/동영상을 공유자들이 분할하여 저장·보유하며, 공유자가 모두 동의를 하면
해당 영상 파일이 조합을 이루어 종합본 열람 가능

[그림 4] 사진 정보 분할 및 분할공유 예시

○ 공유 정보보호2

대화방 참여자 모두 동의를 해야 대화내용을 열람 가능하며,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점선(분할된 정보를 나타냄)으로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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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채팅방 적용 예시

○ 보안인증

사용자와 보안 클라이언트 간 사용자 인증 요청 시, 분할키 전송/복원 과정을 거쳐
개인 인증 수행

[그림 6] 개인인증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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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으로 정보분할 시‘ 충분한 무작위성을 보장’ 하라고 하는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면

되나요? 분할 방법/기준은 없나요?
랜덤분할은 원형 정보를 유추할 수 없는 분할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찢는 것을 예로 든다면,
조각을 모아서 원래의 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랜덤분할은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랜덤비트분할(Random Bit Split)입니다. 최소 단위인 비트 단위로 정
보를 쪼개고 이를 무작위로 나누고 섞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지의 경우 랜덤분할 후 다음
그림처럼 보이게 됩니다. 랜덤분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하므로 특정 방법이나 기준
을 추가 표준으로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 7-1] 랜덤분할 전 이미지

✚

[그림 7-2] 랜덤분할 후 이미지

표준에서는 바이오인식 정보 보호로 되어 있는데 바이오정보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인

가요?
랜덤분할은 바이오정보 외에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모든 정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공유정보, 인증정보 등도 그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유자의 승인 또는 허가가 있어야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사용할

경우 불편하지 않을까요?
공유자의 승인 또는 허가는 기술적으로 수동 허가뿐 아니라 자동 허가도 가능합니다. 어느 경
우라도 누가 언제 정보를 요청하고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유자와 서버 모두에 남게 됩
니다. 이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한 공유자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접근 기록뿐 아
니라 실제 허가를 해 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보안정보라면 수동 승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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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컴퓨터 등 미래에 컴퓨팅 성능의 향상으로 현재 암호기술이 무력화 된다고 하는데

랜덤분할 방식은 어떤가요?
암호기술은 복잡한 함수를 빠르게 반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계산속도가 높아진다면 더 빠른 시간에 보호된 정보를 해체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
지만, 랜덤분할은 원형 정보의 일부를 가지고 전체 정보를 복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제공한 정촌고분 피장자의 인골을 분석해 복원한 마한 토
착세력 지도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로 약 40대 가량의 여성이었다는 연구결과 내용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랜덤분할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는 아무리 빠른 양자컴퓨터라도 원형 정보로 복
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추정해서 복원하는 정보일 뿐입니다. 이는 원형으로 추정되는 무수
히 많은 정보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로도 그 가치가 무
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출처: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그림 8] 5세기 말 6세기 초 마한 토착세력 지도자로 추정되는 피장자 인골 복원 모습

✚

꼭 비트(Bit) 단위로 분할하여야 하나요?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의 수준과 비용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을 [ㅎㄱ
ㄷ]과 []으로 초성과 중성·종성으로 나누거나 [ㅎㄱㄷ], [ㅗㅣㅗ], [ㅇㄹㅇ]처럼 초·
중·종성으로 나누거나 혹은 이를 뒤섞어 쓴다면([ㄷㅎㄱ], [ㅣㅗㅗ],[ㅇㅇㄹ]과 같이 순서를 무
작위로 바꾸거나 [ㅎㄹㅇ], [ㄱㅗㅣ], [ㄷㅗㅇ] 또는 [ㅎㄷㄹㅣㅇ], [ㅗㅇㄱㅗ] 처럼 각 정보를
뒤섞어서 나누는 것을 말함), 그 중 일부의 정보를 가지고 원래 정보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시
간과 복원된 정보의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요? [ㅎㄷㄹㅣㅇ]을 홍길동으로 복원하려면 어떤 과
정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다른 값도 일부 섞이게 된다면[ㅜㅎㄴㅐㄷㅂㄹㅣㅠㅇ] 그 난이도는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에 따라 분할 방법과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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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의 필요성

※ 출처: 영화 Ready Player on

[그림 1] 주변의 위험을 인지할 수 없는 VR HMD 예시

• 가상현실 장치의 특성: 몰입감이 강조되는 가상현실(VR)은 고글형 HMD 구조이므로
사용자의 시야가 완전히 차폐된 형태
• 가상현실 사용 환경: 시야가 완전히 차폐된 안막(see-closed)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해진 실제 환경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함
• 사용자의 안전: 사용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한 안전 위협적인 요소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치명적 위험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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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사례
• 2017년 12월 22일 러시아 남성이 VR 게임 플레이 중 사고로 사망
-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사망자가 VR HMD를 착용한 채 집안에서 게
임을 하던 중 유리 테이블에 넘어지면서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
으로 보도
- 러시아 조사위원회의 율리아 이바노바 수석 조사관은 “사망자는 VR HMD를 착
용하고 발을 끌며 아파트를 돌아다니던 중 유리테이블에 출돌해 상처를 입고 이
로 인한 과다출혈로 피를 바닥에 흘리며 사망했다”고 밝힘
• 2020년 1월 8일 로리건 주립대학에서는 VR에서 실제 부상, 물리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논문 발표
- 다양한 관점에서 의학적, 논리적 접근으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하고 있음

Ⅲ. 표준의 개념
VR 콘텐츠 사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몰입감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HMD
의 센서와 출력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사용자를 외부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규격 가이드 라인을 제시

[그림 2] 앞을 볼 수 없는 HMD 기반 VR 사용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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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방향

⦁ 고글 형태의 HMD를 착용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사용자에게 외부의 위험요소에 대
해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신호 송출
⦁ 경고 신호가 필요한 위험 요소, 또는 위험 상황, 위험 대상 등의 정의 제시
⦁ 최대한 콘텐츠 이용을 방해하지 않고 경고 신호를 송출하는 방법을 제시
⦁ 경고 신호를 송출하고 콘텐츠 이용을 즉각 중지해야 하는 상황을 정의

Ⅳ. 표준의 내용
○ 구성 요소

[그림 3] VR HMD의 주변감지 시스템

• 주변감지 시스템
- 주변감지 시스템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용자에게 주변 물체와 추돌하거나 그
밖의 외부 위험요소가 발생하였을 때를 감지하는 역할을 수행
- 위험 요소, 위협 요소들을 사전에 감지하여 만약 그러한 요소들을 발생했을 때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
- 물리적 안전확보를 위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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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물리적 안전확보를 위한 항목

항목

내용

절대적 안전거리

사용자로부터 반경 1미터 이상

상대적 안전거리

주변 물체와 사용자간의 상대 속도에 의해서 가까워지는 거리가 초당 1미터 이상일 때,
5미터 이상

절대적 위험물체

2mm 이하의 곡률을 가지는 날카로운 물체

상대적 위험물체

사용자를 중심으로 반경 2미터 이내에서 2m/sec 이상의 속도로 접근하는 물체

• 경고시스템
- 주변감지 시스템이 사용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시스템을 활성화
- 경고 시스템은 문자, 이미지, 영상, 객체 윤곽 등과 같은 영상신호와 비프, 목소
리, 사운드 등과 같은 소리신호로 표현
○ 시스템의 활성화

⦁ 주변감지 시스템은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인
5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활성화
⦁ 단,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Depth 카메라 정보 모듈은 비활성화 가능

Ⅴ. 표준의 적용
○ HMD 장치의 적용

⦁ 주변감지 시스템은 물리적 H/W인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HMD에 구조물 형
태로 구성
⦁ 최근의 VR HMD는 대부분 사용자의 동작 인식을 위하여 Depth 카메라를 이용한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이 센서들이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
도록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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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적외선의 반사파를 이용한 Depth 카메라 예시

⦁ 경고시스템은 HMD의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각각 영상신호와 소리
신호로 표현
○ 콘텐츠의 적용

⦁ 주변감지 시스템과 경고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최근 출시되는 HMD 장치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표준을 따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음
⦁ 콘텐츠는 본 표준을 참고하여 특별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음
⦁ 본 표준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최 우선하여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콘
텐츠 개발사가 서비스의 안정성 관점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임

[그림 5] 공간 내에서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사용자의 위치 파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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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이 개발될 때 고려한 사항들

⦁ 영상신호 또는 소리신호로 경고시스템을 활성화 시킬 때, 표시 위치, 방법, 폰트
의 색상, 크기, 소리의 크기와 형태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았음
⦁ 그 이유는, 콘텐츠가 서비스 될 때의 목적, 사용 환경 등을 해치지 않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경고시스템의 구체적 표현 방법들은 콘텐츠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기획자가 본 표준의 의도를 감안하여 최대한 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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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에서 HMD를 사용할 때만으로 한정한 것인지요.

본 표준은 고글 형태의 가상현실용 HMD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와 실외 등의
사용 장소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실내에서 적용되는 일이 많
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실외도 적용이라면) 외부, 횡단보도를 걷다가 옆에서 차가 오는 경우, 도로가 파손

(멘홀, 싱크홀 등)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가능한가요?
본 표준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상현실용 HMD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
실을 체험하기 위해서 HMD를 착용할 때는 특정 장소와 범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즉, 질문하신
것처럼 횡단보도를 걷는다든지 또는 도로를 걷는 등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오큘러스 퀘스트와 같이 Stand Alone 형태의 기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가상현실용 HMD를 착용하고 오프된 공간을 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본 표준
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

‘상대적 안건거리’의 속도가 1~5m/sec 인데, 몇m부터 감지하는 것인지요.

본 표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대략 0.5~5m의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뛰어온다든가, 또는 사용자의
행동반경 안에 모서리가 뾰족한 물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면, 이를 사용자가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본 표준이 사용자를 위협하는 위
험 요소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줌으로써 사용자가 최대
한 스스로 방어할 수 있거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본
표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깊이 카메라 모듈’의 주요 작동 원리는 무엇인가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깊이 카메라’는 피사체의 형태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센서의 역
할을 하게 됩니다. 피사체의 형태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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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두 눈의 시각차를 통하여 입체를 인식하듯이 간격이 있는 두 개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적외선의 반사파를 활용하여 반사 시간에 따른 인식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
니다. 그 밖에도 여러 방식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본 표준에서 이야기하는 가상현실용
HMD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방식은 두 번째에서 이야기한 적외선의 반사파를 활용하는 형태
의 카메라 모듈 방식이며 가장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

‘깊이 카메라 모듈’의 ‘수평 시야각 90도 이상, 수직 시야각 120도 이상’인데요. 이

각도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인 눈의 시야각과의 차이는 얼마인가요?
수평 시야각과 수직 시야각은 기계적 한계 때문에 이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수평 시야각과
수직 시야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컴퓨터가 인식하고 처리해야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
다. 이것은 CPU와 GPU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러한 부담은 컴퓨터의 연산 처리능력에 한계를
벗어나, 자칫하면 대응 시간이 늦게 됩니다. 사용자의 위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빠른 경고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연산이 늦어져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표준은 현재의 기술로 빠르게 대응하여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일반인 눈의 시야각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본 표준이 정한 시야각보다는 매우 큽니다.
하지만 사람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매우 좁은 시야각만 또렷하게 인식하고, 초점 주변은 그냥
인식만 할 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평 시야각과 수직 시야각을 더 크게 제공하는 것은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며, 이는 향후 컴퓨팅 파워가 향상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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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상무선통신망(LTE-M.) 개요
“해상무선통신망”이란 해상교통안전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선박에 해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LTE-Maritime (LTE-M.)식
으로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함. 통합공공망주파수 700㎒를 사용하여 기지국
에서부터 최대 100km 내에서 육상의 LTE-M. 기지국과 연동하여 LTE 망 커버리지 제공

[그림 1] 해상무선통신망(LTE-M.)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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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송수신기 개요
• 연근해에 운항 중인 다양한 선박의 안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LTE-Maritime 송
수신기는 선박(어선, 여객선, 위험물 운반선 등)에 설치되어 LTE-M. 통신을 제공
하는 통신장치
• 육상과는 700M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LTE 기지국과 연동을 통한 운영 센
터의 원격의 관제 및 관리 서버와 연결되며 선박 내에서는 전용 단말과 무선
(WiFi) 또는 유선으로 연결
• 선박의 위치정보 전송 및 LTE 품질 상태 전송기능, 라우터 업데이트를 위한
FOTA 기능과 위험 상황을 전달하는 긴급버튼을 갖추고 있음. e-내비게이션 서비
스(사고취약 선박 모니터링 서비스, 선내 시스템 원격 모니터링, 최적 안전항로지
원 서비스, 소형선박용 전자해도 서비스, 도선사 예선 서비스 지원, 해양안전 정
보 제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통신 단말로 이용됨

[그림 2] 해상무선통신망(LTE-M.) 네트워크 구성도

○ 주요 기능

⦁ LTE-Maritime과 연동되어 연안에서 100Km 이내에서 선박 간 통신 제공
⦁ 원격관제를 위한 데이터 전송기능
⦁ 위급상황 대비한 긴급버튼 제공
⦁ FOTA 기능으로 펌웨어 자동업데이트
⦁ 상태표시 LED로 송수신기 동작 상태 확인 기능
⦁ 선박 단말(표시장치)과 연동 기능
⦁ UC 통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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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특징

⦁ 통합공공망주파수 700MHz(Band 28) 사용
⦁ WiFi 802.11 b/g/n 지원
⦁ 10/100 Mbps LAN Port 지원
⦁ 고이득 LTE 안테나(LTE 6dBi)
⦁ GPS 지원
⦁ 외장 안테나 LTE 2, WiFi 2, GPS 1 포트(N-type)
⦁ 해상환경을 고려한 방수 방진(IP67), 염분 부식방지 및 내부 습기방지 가능

[그림 3] LTE-Maritime 주요기능 및 특징

○ e-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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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내비게이션 주요 서비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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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표준 내용

(*세부 내용 표준 본문 확인)

Ⅰ-1. 송수신기 필수 요구사항
○ 기본 기능 요구사항

⦁ LTE-M. 통신권 내에서 e-Nav 운영센터와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충
분한 성능(H/W, S/W 등)제공
⦁ e-Nav 표시장치와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유선 또는 무선의 접속 방식
제공
⦁ LTE-M. 네트워크 내에서 데이터통신 등 기능 지원에 대한 국내 및 국제 표준
규격에 대한 호환성과 보안성을 만족
⦁ 선박에서 유기되는 유도전압을 방지 기능
⦁ 장애 발생 시 장애 상태의 표시 기능
⦁ 망 내 동종 및 이종 기지국 장비 간 핸드오버 수행 가능
⦁ 통합공공망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망 등) 간 기지국 공유방식(RANSharing) 으로 상호 연동 시 정상 동작 가능
⦁ LTE-M. 송수신기 및 안테나의 성능은 기지국 기준 최대 100Km 이내에서 원활
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
⦁ LTE-M. 송수신 안테나는 지정된 주파수 대역 전체에서 충분히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대역 특성을 갖고 수평면 내에서는 무지향성 유지
○ H/W 요구사항

⦁ LTE-M. 송수신기의 송신 주파수는 718㎒∼728㎒, 수신 주파수는 773㎒∼783㎒를
사용해야 하며, 점유주파수 대역폭은 각 10㎒ 이내이어야 함

[그림 4] 국내 통합공공망 주파수 사용 현황

⦁ 기지국에서부터 최대 100km 내에서 육상의 LTE-M. 기지국과 연동되어야 함
⦁ LTE-M.의 통신 범위 내에서 e-Nav 운영센터와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에 필요
한 충분한 품질을 제공하여야 하며 <표 1>을 만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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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TE-M. 무선망 품질 요구사항
구분

통신 거리 구분

전송속도

전송 성공률

데이터 종류

집중관리구역

0∼30km

DL:평균 6Mbps 이상
UL:평균 3Mbps 이상

95% 이상

GNSS, Data

관심 구역

30∼100km

DL:평균 3Mbps 이상
UL:평균 1Mbps 이상

90% 이상

GNSS, Data

⦁ LTE-M. 송수신기의 안테나 공급 전력은 0.2W 이상이어야 하며, 2W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전원 공급 후 1분 30초 이내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센터 서버에서 위치정보 수
신이 확인되어야 함
⦁ 수평 위치 정확도는 10m(CEP 50%) 이내의 성능을 가지는 위성항법 시스템
(GNSS) 수신기를 갖추어야 함
⦁ 위성항법 시스템(GNSS)이 정상작동 하지 않을 경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함
⦁ UHD 방송 주파수로부터의 간섭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의 대역필터가 적용
되어야 함
⦁ 이더넷(Ethernet) 및 WiFi 접속을 위한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각각 갖추어야 하
며, WiFi 인터페이스는 IEEE 802.11 b/g/n 이상의 규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LTE-M.망 요구 조건을 만족한 3GPP 규격 Rel. 10 이상(3GPP TS 23.401 v13.2.0)
을 따라야 함
⦁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자가 손쉽게 비상 호출 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하며,
오작동 방지가 가능한 기능을 구비 하여야 함
⦁ 배터리는 최소 8시간 이상 내부 전원이 유지되어야 하며, 배터리 모드로 동작하
는 경우 4시간 후에는 절전모드(위치정보 수집은 상시모드 와 같은 주기로 수집/
저장하고, 절전모드 전송 주기(최대 1분)마다 저장된 위치정보 일괄 전송하는 방
식)로 진입하여 동작하는 기능을 가져야 함
⦁ 전원 장치
- 교류 110V~220V 또는 직류 12V~24V의 전원으로 운영 가능해야 하며, 선박의
전원 공급 방식에 맞는 어댑터를 제공하여야 함
- 선박의 교류 전원을 송수신기에 사용할 경우, POE(Power of Ethernet) 등을
적용하여 송수신기에 연결되는 케이블을 최소화하여야 함
⦁ 외관 및 인터페이스
- 송수신기 동작 상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표시장치와 송수신기간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79

TTA ICT 표준해설서

○ S/W 관련 요구사항

⦁ LTE-M. 송수신기 운용환경은 LTE-M.망과 상호 연동이 가능한 운영 체제를 적
용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OS 및 소프트웨어 이용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포
함하여야 함
⦁ 원격관리 기능
- 원격관리 서버에 장비 상태(전원, GNSS, 데이터양 등 세부 목록은 관련 API
참고)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함
- LTE-M. 송수신기의 운용 S/W는 원격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함
(FOTA 포함)
- LTE-M. 송수신기의 동작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원격 제어(재부팅 등)가 가능
하여야 함
- LTE-M. 송수신기의 신호정보(RSRP/RSSI 등)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망의 품
질 확보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최소 1초의 간격으로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지정된 운영센터로 전송할 수 있어
야 하며, 전송 간격은 운용센터에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비상상황 발생을 나타내는 비상 호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 호출 신호는 일반 정보의 전송 보다 우선되어야 함
○ 기타(유지보수 등) 요구사항

⦁ 디버깅을 위해서 Ethernet Port를 이용한 DM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 및 사후 관리용으로 WEB CM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단, 보안성 유지를 위
하여 운용 시는 사용하지 않음

Ⅰ-2. 네트워크 접속 요구사항
○ LTE 주파수 및 RF 요구사항

⦁ 송수신기는 3GPP TS 36.101, 36.521-1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되어야 하는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음
- 통합공공망 주파수 Band 28: UL 718~728㎒, DL 773~783㎒
- 안테나 공급 전력: 0.2W 이상 ~ 2W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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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접속 요구사항

⦁ 기지국 접속 프로토콜
- 시스템 접속을 위한 기본 프로토콜은 3GPP TS 36.521-3, 36.523-1을 준수하여
야함
⦁ USIM 판별
- 지정된 PLMN 코드의 값을 갖는 USIM만이 송수신기에 사용되는 것을 가정하
여야 함
- LTE-M. 망에서는 PLMN 번호(MCC 450, MNC 32)로 부여하여야 함
- USIM carrier lock 기능을 제공해야 함. 상기 MCC, MNC 값 이외의 값을 갖는
USIM이 인입된 경우 망 접속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함. 단 엔지니어 메뉴에서
Command로 Carrier Lock의 On/Off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Idle 동작
PLMN Selection

∙ PLMN(MCC 450, MNC 32)을 PLMN으로 판단하고 동작해야 함
∙ 송수신기는 Cell Selection 과정을 수행하여 Cell에 Camp on 해야 함

Cell
Selection

∙ 송수신기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Cell selection 과정을 지원해야 함
① Initial Cell Selection: 송수신기는 모든 RF에 대해 suitable cell을 찾음
② Stored information Cell Selection: 송수신기는 저장된 정보(RF 및 Cell 파라미터 정보)를
이용하여 Suitable cell을 찾음. 만약 해당 과정이 실패한 경우, initial Cell selection 과정을
수행함
③ Cell Selection when leaving RRC connected state: RRC Connected 상태에서 RRC idle
상태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모든 RF에 대해 suitable Cell을 찾음
∙ 송수신기는 RSRP 또는 RSRQ을 이용한 Cell selection(S Criteria)에 따라 Cell Selection을
수행해야 함

Cell
Reselection

∙ 송수신기는 Cell Reselection 과정을 수행하여 RRC Idle 상태에서의 송수신기 이동성을
제공해야 함

⦁ RRC
- 송수신기는 본 절에서 언급하지 않는 RRC 동작은 3GPP TS 36.331을 준수해야 함

RRC
Connection
관리

∙ 하기 기능에 따라 RRC Connection에 대해서 관리하여야 함
① Access Class Barring
② Service Specific Access Control
③ Smart Congestion Mitigation
④ Random Access Back-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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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ntinuous
Reception
(DRX)

∙ 송수신기는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한 SIB2에 포함한 PCCH-Config 정보에 따라 idle DRX를
수행해야 함
∙ 송수신기는 Connected DRX(SHORT DRX는 옵션, Long DRX는 필수)를 지원해야 함
∙ 기지국과 송수신기 간 DRX Configuration은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RRC Connection Setup,
RRC Connection Reconfiguration 또는 RRC Connection Reestablishment 메시지에 DRX
Configuration(drx-config)이 포함된 경우 관련 Connected-DRX 동작을 수행해야 함
∙ Connected-DRX 동작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3GPP TS 36.321을 준수해야 함

⦁ EMM/ESM 요구사항
- 본 절에서 언급하지 않는 MEM 동작은 3GPP TS 24.301 V10.15.0 (2014-09)
Technical Specification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Core Network and Terminals; Non-Access-Stratum
(NAS) protocol for Evolved Packet System (EPS); Stage 3(Release 10)을
준수해야 함
- 본 절에서 언급하지 않는 ESM 동작은 3GPP 24.301, 23.401 ,36.413, 29.274를
준수해야 함
- 다음과 같은 지정된 APN을 사용함
․ Data APN: LTE.LTEM
○ 데이터 접속 요구사항

⦁ MTU(Maximum Transmission Unit)
- Default MUT을 다음과 같이 송수신기에 설정하고 IPv4 주소체계를 기본 적용
하며 IPv6는 선택사항(Option)임
(1) 설정값 : 1450 Byte
(2) MTU 변경기능 제공
⦁ Access Point Name(APN)
- Data APN: lte.ltem.mnc032.mcc450gprs
○ 보안 요구사항

⦁ LTE-M. 송수신기는 e-Nav 표시장치의 접속(유·무선) 시 인가 여부를 확인하여
비인가(변경/분실/도난 등) e-Nav 표시장치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인가 여부 확인 기능 구현에 필요한 API는 별도 제공)
⦁ LTE-M. 표시장치는 LTE-M. 송수신기와 무선으로 연결될 경우 WPA2 규격 이상
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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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 데이터 서비스 요구사항
○ Ethernet 서비스 요구사항

⦁ e-Nav 표시장치에 Ethernet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인증받은 e-Nav 표시장치가 허용받은 Data service를 할 수 있게 제어해야 함
○ WiFi 서비스 요구사항

⦁ 인증받은 e-Nav 표시장치가 WiFi로 접속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원격서비스 요구사항

⦁ LTE-M. 송수신기는 원격의 선박 위치 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GNSS 기반의
위치정보와 RSRP, SINR 및 RSSI 등의 신호정보 전달하여 선박 안전을 위한 위치
정보 서비스와 LTE-M. 통신망의 품질 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
⦁ LTE-M. 송수신기의 운용 S/W는 원격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FOTA(Firmware Over The Air)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
⦁ LTE-M. 송수신기의 장치 개폐 여부 / 비상 알람 / 배터리 모드 동작 여부 등 동
작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원격 제어(재부팅 등)가 가능하여야 함

Ⅰ-4.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 선박 위치정보 수집

⦁ LTE-M. 송수신기에서 주기적으로 선박 위치 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함
⦁ LTE-M. 송수신기는 위치정보와 함께 RSRP, RSSI 및 SINR 등의 통신상태 정보를
선박 위치 정보시스템으로 전달함
⦁ 선박 위치정보 전송 주기는 LTE-M. 송수신기가 선박 위치 정보시스템에 등록요
청을 할 때 응답 메시지로 수신하여 설정하고, 송수신기제어시스템에서 필요할
때 재설정 할 수 있어야 함(송수신기별 또는 권역센터별/선박 종류별 일괄 설정
할 수 있어야 함)
⦁ LTE-M. 송수신기는 부팅 후 선박 위치 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하기 위해
Protocol/Serial Number/송수신기 모델/Phone Number/IMEI 등 정보와 함께 메시
지를 전송함
⦁ 등록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선박 위치 정보시스템은 Serial Number/등록 결과를
위한 return code/위치정보 전송 주기 등을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LTE-M. 송
수신기로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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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이 성공한 경우 LTE-M. 송수신기에서 주기적으로 통신상태 정보를 포함하
는 위치정보를 선박 위치 정보시스템으로 송신함
⦁ 위치정보에는 음영지역 등 통화권 이탈로 인해 정보를 송신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치
정보를 backup 하여 백업데이터인지 실시간 데이터인지를 구분하여 전송하여야 함
⦁ 위치정보는 GPS 상태정보/위도정보/경도 정보/시간 정보/속도정보/선박 이동 방
향으로 구성함
⦁ LTE-M. 신호정보는 망 연결상태/RSRP/RSSI/SINR/PCI/PLMN 정보로 구성함

[그림 5] 위치 관제 서버와 LTE-M. 송수신기 상세 구성도(예시)

○ FOTA 서비스

[그림 6] 운영센터 FOTA 서버와 LTE-M. 송수신기 상세구성도(예시)

⦁ LTE-M. 송수신기에서 현재 Firmware 정보를 FOTA 서버에 전달하고 FOTA 서버
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Firmware가 있으면
Firmware를 다운로드하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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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E-M. 송수신기 정보(프로토콜 정보/Serial Number/model 명/Phone Number/
IMEI)와 펌웨어 버전 정보로 FOTA 서버에 등록요청 전송함
⦁ FOTA 서버는 Polling 주기 및 새로운 펌웨어 정보(Serial Number/Return code)를
LTE-M. 송수신기로 응답 전송함
⦁ Return Code는 등록 성공/새로운 펌웨어 존재 여부/승인거부/미등록장치/서버
BUSY 등이 있음
⦁ LTE-M. 송수신기는 FOTA 서버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새로운 펌웨어가
있을 때, FOTA 서버에게 한 번에 전송되는 패킷 크기, 패킷 사이의 지연시간 정
보를 전송함
⦁ FOTA 서버는 LTE-M. 송수신기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공장 초기화 여부/
펌웨어 전체 파일 크기/펌웨어 해시 정보를 전송함
⦁ LTE-M. 송수신기가 FOTA 서버에게 펌웨어 다운로드 시작 명령을 전송함
⦁ FOTA 서버는 패킷 크기 정보와 지연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LTE-M. 송수신기에
펌웨어 패킷을 전송하고 LTE-M. 송수신기는 FOTA 서버로부터 펌웨어 데이터
수신 및 파일로 저장함
⦁ LTE-M. 송수신기는 펌웨어 다운로드 결과를 FOTA 서버에 전송함
⦁ LTE-M. 송수신기가 전송하는 결과 메시지는 다운로드 완료/다운로드 실패/HASH
불일치/모르는 펌웨어 등의 결과값을 갖음
○ LTE-M. 송수신기 제어 서비스

[그림 7] 제어 서버와 LTE-M. 송수신기 상세구성도(예시)

⦁ LTE-M. 송수신기 제어 서비스 등록 및 상태정보 전송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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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E-M. 송수신기 서버와의 통신은 TCP/IP를 사용함
- LTE-M. 송수신기의 서비스가 시작되면 송수신기 제어 서버에 송수신기 등록
요청을 함
- 등록요청 메시지는 프로토콜 버전/송수신기 시리얼 번호/모델명/전화번호/IMEI
번호/펌웨어 버전 등으로 구성됨
- LTE-M. 송수신기 제어 서버로부터 등록요청에 관한 결과 메시지를 수신하며,
수신된 결과에 따라서 다음 동작을 수행함
- 등록요청이 실패할 경우 등록요청 메시지를 재전송함
- 등록이 성공하면 상태정보 전송 주기를 LTE-M. 송수신기 제어 서버로부터 수신함
- 수신된 전송 주기마다 LTE-M. 송수신기의 상태정보를 전송함
- LTE-M. 송수신기의 상태정보는 LTE 데이터 사용량(Tx/Rx)/전원 상태/표시장치
상태/GPS 상태/CPU/Memory/WiFi/위치정보 서비스/FOTA 서비스 상태 등임
- 긴급 이벤트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서버에 접속하고 이벤트를 전송함
- 긴급 이벤트는 별도의 등록 과정이 없으며, 이벤트 메시지 발생 시에 서버에
접속하여 이벤트 메시지를 전송하고 접속을 종료함
- 이벤트 발생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1분 단위로 반복적으로 이벤트를 재전송함
⦁ LTE-M. 송수신기 제어기능
- LTE-M. 송수신기 제어 서버로부터 LTE-M. 송수신기에 대한 제어 명령을 수
신하여 처리하여야 함
- LTE-M. 송수신기 제어 명령은 LTE-M. 송수신기 재부팅/공장 초기화/WiFi
제어/위치정보 전송 제어/FOTA 서비스 제어 등이 있음
- LTE-M. 송수신기 재부팅 명령을 수신하면 송수신기를 재시작함. 재시작 후에
는 서비스의 등록 과정을 다시 시작함
- LTE-M. 송수신기 공장 초기화 명령을 수신하면 공장 초기화(Factory Reset)를
수행함
- Wi-Fi 제어는 Wi-Fi 기능의 Enable/Disable 기능을 수행함
- 위치정보 서비스 제어와 FOTA 서비스 제어는 각각의 서비스의 정지 및 시작
기능을 수행함
○ LTE-M. 송수신와 표시장치 연동

⦁ e-Nav 표시장치 인증
- e-Nav 표시장치 인증을 위해서 LTE-M. 송수신기는 표시장치로부터 인증 정보
를 수신할 수 있는 통신 연결 기능을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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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v 표시장치 연결을 위해서 TCP 연결을 지원하며, TCP 포트 14112번을
사용함
- e-Nav 표시장치는 통신 서비스를 위해서 LTE-M. 송수신기의 TCP 14112번 포
트에 항상 접속되어 있어야 함. 접속이 끊어지면 LTE-M. 망 접속 서비스도 종
료됨
- e-Nav 표시장치는 표시장치 인증을 위해서 인증 정보를 LTE-M. 송수신기에
전달함
- LTE-M. 송수신기는 e-Nav 표시장치로부터 수신한 인증 정보를 송수신기 제어
서버로 전달함
- LTE-M. 제어 서버가 인증 서버로부터 인증 결과를 수신하면 LTE-M. 송수신
기에 결과를 전달함
- LTE-M. 송수신기는 수신한 인증 결과에 따라서 내부 방화벽 정책을 설정하고
결과를 e-Nav 표시장치에 전달함
- 인증 결과가 접속 허용이면 e-Nav 표시장치는 LTE-M. 망을 이용한 통신 서비
스를 사용할 수 있음
⦁ 위치정보 제공
- e-Nav 표시장치는 LTE-M. 송수신기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음
- LTE-M. 송수신기는 TCP 서비스로 송수신기에서 수신되는 위치정보(GNSS)를
NMEA-0183 형식으로 표시장치에 전달함
- LTE-M. 송수신기는 e-Nav 표시장치와의 연동을 위해서 TCP 포트 14111번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e-Nav 표시장치가 TCP 14111번 포트를 사용하여 LTE-M. 송수신기에 접속하
면 LTE-M. 송수신기는 수신되는 모든 위치정보(GNSS)를 표시장치에 전송함
-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은 없으며, 접속과 동시에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됨
⦁ 통신 상태정보 제공
- LTE-M. 송수신기는 e-Nav 표시장치에 LTE-M. 망의 통신상태 정보를 제공함
- 통신상태 정보 제공을 위해서 TCP 49001번 포트를 사용함
- e-Nav 표시장치는 TCP 49001번 포트를 사용하여 LTE-M. 송수신기에 전송
되는 통신상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은 없으며, 접속과 함께 LTE-M. 송수신기는 자
신이 수집하는 통신상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함
- 전송되는 정보는 통신 연결상태/RSRP/RSSI/RSRQ/SINR/PCI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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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SS는 무엇인가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자 수신기의 지리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 시스템입니다.

✚

수평 위치 정확도 CEP 50%는 무슨 의미인가요?

Circular Error probability의 약어로써, GNSS의 신호가 수신되는 지점에서의 오류확률을 의
미합니다.

✚

RSSI는 무엇의 약어인가요?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수신 신호 강도 지수)입니다.

✚

디버깅 시, DM(Diagnostic Monitor) 기능은 무엇인가요?

LTE 무선망의 품질 상태를 측정하는 툴입니다.

✚

WEB CM(WEB Connection management) 기능은 무엇인가요?

장애 시 상태 확인 및 설정을 위한 웹브라우져 인터페이스 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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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 도입 배경
• 5G NR의 특성상 LTE 대비 더 많은 기지국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서 도입 및
운용 비용의 부담 급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
• 이를 위하여 RAN의 DU와 RRU 기능을 물리계층 내부에서 분리하여 개방형 프론
트홀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는 규격을 O-RAN에서 개발하였으나, 이 규격은 다양한
도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범용 표준으로서 수많은 선택적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
에 국내 환경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장비 개발 및 도입 시에 우선적으로 지원되
어야 하는 O-RAN 규격 사양들과 구현 방식을 선별적으로 정의하는 표준 필요
• LTE 기지국, C-RAN 상용 구조 및 5G 진화의 문제점 해결 필요
❶ 특정 벤더 종속적인 인터페이스 (기지국장비에 종속)

※출처: 개방형 5G 프론트홀 규격개발 및 표준화(안), SKT, 2017

[그림 1] 기지국의 기능 구조 및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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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CPRI 인터페이스 용량의 한계 (최소 몇배에서 최대 몇십배 넓은 Carrier
bandwidth 필요)
❸ 유연한 기지국 구조 및 다양한 서비스 수용에 효율적인 Ethernet기반 전송 인터페
이스 제공으로 CAPEX 절감필요
⇒ 통신사업자/서비스 관점에 따른 세밀한 기지국 기능의 분리(RAN Function
Split)와 이에 대한 새로운 개방형 인터페이스 정의가 중요하게 요구됨

Ⅱ. 5G 개방형 기지국 구조 상 표준의 영역

※출처: O-RAN (o-ran.org)

[그림 2] 5G 개방형 기지국 구조 상 본 표준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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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부분

⦁ 개방형 5G 기지국 장비 구현에 필요한 안테나 장치(RU: Radio Unit)와 분산기지
국장치(DU: Distributed Unit)간을 연결하는 프론트홀의 인터페이스
⦁ O-RAN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식들을 국내 이동통신망 환경에 맞도록
최적화하고 개방형 5G 기지국의 국내 도입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프론트홀 기술
들*을 구체화
* RU, DU 장비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 압축, 빔포밍 지정, 지연 관리, 동기화 등

Ⅲ. 표준 도입 효과
개방형 5G 기지국 장비 구현에 필요한 안테나 장치(RU: Radio Unit)와 분산기지국장치
(DU: Distributed Unit)간을 연결하는 프론트홀의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여 통신사별 기
지국 장비 개발에 따른 중복 투자, 개발 인력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 해결
* 통신사별 상호 호환 가능한 5G 기지국 장비 제조가 가능하면, 통신사업자들은 망 구축에 필요한 다량의 기지국 통신장비 도입 시
시간과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효과 발생

Ⅳ. 표준 목차별 주요 도입 기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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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표준 본문의 문구별 Q&A
※ 원문 내용 일부 발췌

5. O-RAN 기반 개방형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개요
5G 물리계층 기능을 분리하여 개방형 프론트홀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인
터페이스의 구조, 제어 평면, 사용자 평면 및 동기화 평면 등에 관련된 표준을
O-RAN 규격[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격은 다양한 개방형 프론트홀 도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범용 표준으로 수 많은 선택적 구현이 가능하다. 따라
서 O-RAN 규격[1]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짓수에 해당하는 기능 및
성능을 지원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표준에서는 국내 환경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국내 개방형 5G 프
론트홀 장비의 개발 및 도입 시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O-RAN 규격
[1] 사양들에 대한 구현 방식을 정의한다. 즉, 데이터 압축, 빔포밍 지정, 지연
관리, 동기화와 관련하여 O-RAN 규격[1]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들 중에서
국내 환경에서 선호되는 방식들과 지연관리를 위한 시간 변수를 만족하는
O-DU와 O-RU 조합의 선호되는 선택 범위를 기술한다.
6. 데이터 압축
6.1 데이터 압축 개요
5G NR[2]이 도입됨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5G NR에서는 최대 20MHz의 반송파 대역폭(Carrier
bandwidth)을 지원하였던 기존 LTE에 비해 최소 몇 배에서 최대 몇 십 배 넓
은 반송파 대역폭을 사용하며(FR1의 경우 최대 100MHz, FR2의 경우 최대
400MHz), 국내에서는 주파수 집성 기술(Carrier Aggregation)을 이용하여 최대
Q 5G NR에서 제시한 최대 반송파 대역폭이 FR1의 경우 100MHz인데요, 800MHz을 사용한다는 것인지요.
FR1에서의 반송파 대역폭은 5/10/15/20/25/30/40/50/60/80 /100MHz로 정의되어 있으며, FR2에서는
50/100/200/400MHz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총 대역폭 100MHz 이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송파 대역폭을
합치는 Carrier Aggregation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R1에서 100MHz의 반송파 대역폭 두
개를 합쳐서 100MHz+100MHz=200MHz, FR2에서 100MHz의 반송파 대역폭 8개를 합쳐서 100MHzx8=800MHz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3

TTA ICT 표준해설서

800MHz의 반송파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파수 특성에 따른 커버
리지 감소를 보상하고 빔포밍(beamforming) 기능과 동시에 여러 단말을 서비
스하여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중 사용자, 다중 입력 및 다중 출력
(MU-MIMO)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대 다중 안테나(Massive MIMO)
가 사용된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필연적으로 5G NR에서는 LTE보다 훨씬 많
은 프론트홀 용량을 요구한다.
프론트홀 용량은 계속되는 시스템 증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속
도가 증가할 경우 CAPEX 증가 등 경제적으로 신호를 전송하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프론트홀 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5G NR에서는 중앙 집중화된 O-DU와
사이트에 분산된 O-RU 사이의 기능 분리(Function split)가 적용되고 있지만,
O-DU와 O-RU 간 전달되는 IQ 데이터에 대한 압축 기술을 도입하여 프론트홀
용량을 추가로 감소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6.2 고려사항
IQ 데이터 압축을 위해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먼
저, 충분한 압축률을 제공하여 프론트홀 용량을 감축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
지만, 손실 압축 기술의 경우 압축률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의 손실분도 증가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실분을 나타내는 계수인 EVM(Error Vector Magnitude)
열화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압축 및 복원 작업을 위해서는 추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지연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초저지연성은 초고속, 초연결성과 함께 5G 네트워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
므로 압축 기술로 인해 늘어나는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6.2.1 프론트홀 용량
100MHz의 반송파 대역폭과 256QAM을 기준으로 압축 이후 하나의 10Gbps
광 링크에 다운링크 8 레이어 및 업링크 4 레이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론트홀 용량은 사용자 평면, 제어 평면 및 전송 오버헤드를 모두 포함한다.
Q 100MHz는 FR1, FR2상관없는 것인가요?
100MHz는 대역폭을 의미하며, 주파수 대역을 지칭하는 FR1/FR2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FR1/FR2 모두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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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VM 열화
압축 및 복원에 따른 추가 EVM 손실은 0.2% 이내여야 한다. 단, 압축 기능을
포함한 최종 EVM은 3GPP TS 38.104[3] 를 만족해야 한다 (<표 6-1> 참조).
<표 6-1> 변조 방식 별 EVM
PDSCH 변조 방식

요구 EVM

QPSK

17.5 %

16QAM

12.5 %

64QAM

8 %

256QAM

3.5 %

6.2.3 추가 지연 시간
압축 및 복원에 따른 단방향 추가 지연 시간은 1ms 이하가 권고된다.
6.3 데이터 압축 방식
이 표준이 참조하는 데이터 압축 방식은 아래와 같다.
- No Compression
- Block Floating Point Compression (ORAN-WG4.CUS.0-v01.00, Annex A.1
참조)
- Block Scaling Compression (ORAN-WG4.CUS.0-v01.00, Annex A.2 참조)
- μ-Law Compression (ORAN-WG4.CUS.0-v01.00, Annex A.3 참조)
- Modulation Compression (ORAN-WG4.CUS.0-v01.00, Annex A.4 참조)
이종 제조사의 O-DU와 O-RU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O-DU와 O-RU에서 동일
한 압축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로, 각각의 압축 방법들에 대한 프론트홀 용량, EVM 열화 및 추가 지연
시간의 대략적인 값들은 <표 6-2>와 같다. 프론트홀 용량은 100MHz의 반송파
대역폭과 256QAM을 기준으로 다운링크 8 레이어 및 업링크 4 레이어를 전송
하는데 필요한 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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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데이터 압축 방식 별 프론트홀 용량, EVM 열화, 추가 지연 시간
프론트홀 용량

EVM 열화

추가 지연 시간

Block Floating Point Compression

~20Gbps

~0.5%

1 ms ~, (양방향)

Block Scaling Compression

~20Gbps

~0.5%

1 ms ~, (양방향)

μ-Law Compression

~20Gbps

~0.5%

1 ms ~, (양방향)

Modulation Compression

< 8Gbps

0%

< 50ns, (단방향)

※ 가수(Mantissa) 12비트 가정

Block Floating Point Compression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 압축 연산 복잡도가 가장 작아 구현이 단순하다.
- 압축을 위한 제어신호로 별도의 제어 평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용자 평
면 헤더 만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평면 간 프로세스에 따른 추가적인 복잡
도나 지연이 발생할 일이 없다.
- 다운링크와 업링크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Q Block Floating Compression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압축률이 커질수록(즉 bit수가 작아질수록) 성능 열화가 발생합니다. (손실 압축)

따라서, O-DU와 O-RU 간 호환성 보장을 위해 적용되는 압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O-DU와 O-RU는 No Compression 및 Block Floating Point Compression을 필수
지원한다.
- No Compression의 경우 비트폭은 16비트를 지원해야 한다.
- Block Floating Point Compression의 경우 1 PRB(12 subcarriers) 단위로 적용
하며, 가수(mantissa)의 비트폭은 9, 12, 14비트를 지원해야 한다.
Q 1 PRB(12 subcarriers) 단위로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최소 스케쥴링 단위(slot)가 1PRB(12 subcarriers)입니다.

Q 가수(mantissa)의 비트폭을 9, 12, 14비트 지원으로 설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준화 참여(규격 정의 참여) 제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Modulation Compression은 프론트홀 용량, EVM 열화 및 추가 지연 시간 모두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지만 다운링크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프론트홀의 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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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링크에 의해 제약이 생기는 경우에는 Modulation Compression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7. 빔포밍 지정
7.1 빔포밍 지정 개요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처하기 위해 5G NR에서는 거대 다중 안테나
(Massive MIMO)를 사용하여 기지국 데이터 처리 용량을 높일 수 있는 다중 사
용자, 다중 입력 및 다중 출력(MU-MIMO) 기능을 제공한다. 한정된 주파수 자
원 내에서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안테나로 구성된 기지국을 설
계하여 하나의 사용자에 대한 전송 속도를 높일 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분리된 여러 사용자를 동일 시간, 동일 주파수 자원에서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기지국 데이터 처리 용량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용자에 대한
신호 대 잡음비 (SNR)를 극대화하고 각 사용자 간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안테나 소자에 서로 다른 가중치(진폭과 위상)를 적용함으로써 각 사용자 별로
서로 다른 빔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디지털 방식의 빔포밍이라 부른다.
또한, 빔포밍은 LTE에 비해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경로 손
실이 많이 발생하는 5G NR에서 커버리지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안
테나 어레이의 각 안테나 소자에 대해 위상 천이를 적용함으로써 안테나 어레
이에서 나오는 하나의 빔에 대한 출력 신호가 특정한 송수신 각도에서는 서로
인접하게 중첩되고, 다른 각도에 대해서는 서로 파괴적으로 상쇄하게 된다. 이
처럼 다수의 안테나를 이용해 안테나의 빔이 특정 방향에 국한하여 비추도록
하는 기술을 아날로그 방식의 빔포밍이라 부른다.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의 빔포밍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빔포밍
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방식의 빔포밍을 통해 일차적으로 특정 공
간에 대한 빔포밍을 수행하고 디지털 방식의 빔포밍을 통해 그 공간에 있는
다중 사용자들에 대한 빔포밍을 수행할 수 있다.
안테나가 위치한 O-RU에서 각 안테나 소자에 빔포밍을 적용하여 신호를 방사
하기 때문에 스케줄러가 위치한 O-DU로부터 O-RU에 빔포밍을 위한 빔포밍
지정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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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고려사항
이 표준에서 빔포밍 지정 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참조한 방식은 아래와 같다.
- Predefined-beam Beamforming(ORAN-WG4.CUS.0-v01.00, 10.4.1절 참조)
- Weight-based dynamic Beamforming(ORAN-WG4.CUS.0-v01.00, 10.4.2절 참조)
- Attribute-based dynamic Beamforming(ORAN-WG4.CUS.0-v01.00, 10.4.3절 참조)
- Channel-information-based Beamforming(ORAN-WG4.CUS.0-v01.00, 10.4.4절 참조)
7.3 빔포밍 지정 방식
Predefined-beam 방식은 모든 O-DU 및 빔포밍을 지원하는 O-RU에서 필수
로 지원한다. Weight-based dynamic 방식은 모든 O-DU와 실시간 빔포밍을 지
원하는 O-RU에 대해서 필수로 하되 Weight-based dynamic frequency-domain
방식과 Weight-based dynamic time-domain 방식이 권고된다. 또한, 효율적인
프론트홀 용량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Weight-based dynamic 방식과 유사한
성능을 갖는 Channel-information-based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8. 지연 관리
8.1 지연 관리 개요
O-DU와 O-RU는 단말이 하향 프레임의 시작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기
화된 RF신호를 출력하기 위해서 O-DU와 O-RU 사이의 전송 구간인 프론트홀
망의 전송 거리 변화량, O-DU의 내부 처리 속도 변화량, O-RU의 내부 처리 속
도 변화량을 고려한 지연 관리를 담당한다. 이에 동일 제조사 장비뿐만 아니라
제조사가 다른 이종 간의 O-DU와 O-RU 사이에도 지연 관리를 위한 시간 변수
가 측정이 되거나 서로 교환이 되어, 계산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프론트홀 망에서 시분할다중접속(TDM) 전송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4G
LTE 장비와는 다르게, 물리계층 내 기능분리를 지원하는 5G NR 장비는 통계
적 다중접속 및 버스트(Burst) 데이터 처리가 지원되는 패킷 전송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지연 관리를 위
한 시간 변수 정의, O-DU와 O-RU 사이의 시간 변수 직접 측정 및 교환 방법
과 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표준에서는 사전
정의된 지연 관리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지연관리 변수를 직접 측정하는 방
법을 활용해 국내 프론트홀 망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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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고려사항
8.2.1 프론트홀 망 구성
물리계층 내 기능분리를 지원하는 5G NR 장비를 고려해 국내 프론트홀 망은
3가지로 구성이 된다.
⦁ O-DU와 O-RU사이의 광선로 직접 연결
⦁ O-DU와 O-RU사이의 점대점 파장분할다중접속(WDM) 연결
⦁ O-DU와 O-RU사이의 점대다점 복합형 파장분할다중접속(WDM) 연결 (원형
망구조)

(그림 8-1) O-DU와 O-RU 사이의 광선로 직접 연결

(그림 8-2) O-DU와 O-RU 사이의 점대점 파장분할다중접속(WDM)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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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O-DU와 O-RU 사이의 점대다점 복합형 파장분할다중접속(WDM) 연결

8.2.2 프론트홀 망 전송거리
집중형 및 가상화 무선접속망(Centralized/Cloud-RAN)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O-DU와 O-RU 사이의 프론트홀 망 전송거리는 20km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8.2.3 프론트홀 망 지연
물리계층 내 기능분리를 지원하는 5G NR 장비를 고려한 국내 프론트홀 망은
광선로만 전송하는 방식, 광선로와 수동소자인 광학필터를 이용한 파장분할다
중화 방식과 광선로와 수동소자인 광학필터를 이용한 파장분할다중화 방식에
파장변환 기능을 갖는 복합형 파장분할다중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므로, 프론트홀 망 지연은 광선로 길이에 따라 결정이 되며, O-DU와 O-RU사
이의 프론트홀 망 전송 거리가 20km인 경우 100ms의 지연이 발생한다.
파장 변환 기능에 의한 지연 변화량은 0.5ms보다 작아 프론트홀 망 전송 거리
를 고려할 경우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프론트홀 망 지연은 광선로 길이에
1km 당 5ms의 지연시간을 곱해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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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ms/1km는 국내 실험치인가요? 국제표준에서 제시하는 수치인가요?
광섬유 1km 당 5ms 지연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치입니다.
매질의 굴절률에 따른 매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는 스넬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굴절률이 1인 진공상태에
서 빛의 속도는 299,792,458 m/s로 1km를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지연시간)이 약 3.3ms이므로 굴절률이
1.467 ~ 1.474인 광섬유를 통과할 경우 빛의 속도는 약 203,387,014 m/s로 1km를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지연
시간)은 약 4.9ms가 되며, 통상적으로 광섬유 굴절률의 변화량을 고려해 광섬유 1km 당 5ms 지연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8.3 지연 관리 방식
이 표준이 참조하는“Computed latency”방식은 아래와 같다.
- Defined Transport Method(ORAN-WG4.CUS.0-v01.00, 2.3.3.2절 및 Annex
B 참조)
- Measured Transport Method(ORAN-WG4.CUS.0-v01.00, 2.3.3.3절 참조)
국내 프론트홀 망을 고려하여, 이 표준이 제안하는 지연 관리방식은 다음과 같다.
Q ‘Defined’와‘Measured’어떤 것을 선택하던 괜찮은가요?
O-RAN 얼라이언스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Defined Transport Method이며, Measured Transport Method는
선택사항입니다.
Measured Transport Metho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O-DU와 O-RU에서 eCPRI 규격에서 정의한 단방향 지연
측정 메시지(One-Way Delay Measurement messages)를 사용해야 하며, 프론트홀 망의 패킷 지연 변동(PDV)에
의해 다른 전송 지연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측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8.3.1 사전 정의된 지연 관리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 (Defined Transport Method)
O-DU와 O-RU 사이의 20km 이상 전송거리를 요구하는 국내 프론트홀 망 구
성을 고려할 때, 각각 하향과 상향의 최대 전송 망 지연 시간은 100ms이며, 이
를 지원할 수 있도록 O-RAN 규격 [1]의 표 B-6(Table B-6)를 참조하여 선택된
상위 범주 조합은 <표 8-1>과 같다.
<표 8-1> 최대 전송 망 지연 시간 100ms를 보장하는 최소 지연 상위 범주 조합*
거리[km]

T12max,
T34max (us)

20

100

Min. T12max를 보장하는 상위 범주 조합
BZ

CY

DX

EW

FV

GU

HT

IS

JR

KQ

LP

MO

* <표 8-1>에 명시된 변수는 (ORAN-WG4.CUS.0-v01.00, Table B-6)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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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U와 O-RU 사이의 프론트홀 망이 광선로 직접 연결, 점대점 파장 분할 다
중접속(WDM) 연결, 점대다점 복합형 파장분할다중접속(WDM) 연결인 국내 프
론트홀 망 구성을 고려할 때, 각각 하향과 상향의 최대 전송 거리 변화량은
20km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O-RAN 규격 [1]의 표 B-10(Table B-10)를
참조하여 선택된 하위 범주 조합은 <표 8-2>와 같다.
<표 8-2> 동적 거리 범위 20km를 보장하는 송신 윈도우와 수신 윈도우의 하위 범주 조합*
동적 거리 범위
20km

수신 윈도우

0.30 0.28 0.26

0.24

0.22

0.20

0.18

송신 윈도우

0.20

0.14

0.12

0.10

0.08 0.06 0.04 0.02 0.00

0.18

0.16

0.16

0.14

0.12

0.10

*<표 8-2>에 명시된 변수는 (ORAN-WG4.CUS.0-v01.00, Table B-10)를 따른다.

Q 이 것 때문에‘망 간 거리 20km’로 설정한 것인가요? (20km를 넘어가면 얼마나 급격히 떨어지는지
실험치 그래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전 정의된 지연 관리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Defined Transport Method)은 먼저 O-DU와 O-RU
사이의 프론트홀 망 전송거리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전송구간의 최대 지연시간(T12max, T34max)을 만족하는
상위 범주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며, O-RAN 규격의 표 B-6을 참조하면 됩니다.
O-RAN 규격의 표 B-6에서 보이는 10ms~ 350ms범위의 수치는 최소 지연시간 값으로 이를 거리로 환산하면
2km~70km 전송거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O-DU와 O-RU의 범주 조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O-RAN 규격의 표 B-8 입니다. 만약 전송거리를 25km로 하는 O-DU와 O-RU의 범주 조합을 O-RAN
규격의 표 B-8에서 선택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거리[km] T12max, T34max (us)
25

125

Min. T12max를 보장하는 상위 범주 조합
AZ

BY

CX

DW

EV

FU

GT

HS

IR

JQ

KP

LO

8.3.2 지연관리 변수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 (Measured Transport Method)
최대 전송 지연 변수 값은 측정된 최소 지연 변수 값에 전송 망의 서비스 수
준 협약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로 정의된 최대 허용 전송 변화량
(PDVmax) 더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O-DU와 O-RU 사이의 프론트홀 망이 광
선로 직접 연결, 점대점 파장 분할 다중접속(WDM) 연결, 점대다점 복합형 파
장분할다중접속(WDM) 연결인 국내 프론트홀 망 구성을 고려할 때, 최대 허용
전송 변화량(PDVmax)은 각각 하향과 상향의 최대 전송 거리 변화량인 20km를
시간으로 계산한 100ms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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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기화
9.1 동기화 개요
O-DU와 O-RU는 O-RU에서 시간과 주파수 동기화된 RF신호를 송출하기 위해
서 O-DU와 O-RU 장비 간 동기화를 담당한다. 이때 O-DU와 O-RU 간 전송구
간인 프론트홀을 구성하는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파수, 위상 및 시간 동
기 신호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사업자마다 기지국 배치 방식, 프론트
홀 망 구조, 동기화 품질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
한 동기화를 위한 다양한 동기화 토폴로지 및 동기화 프로파일 방법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이 표준에서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프론트홀 망 구성을
고려하여 5G NR 장비간 동기화를 위한 토폴로지와 프로파일을 정의한다.
9.2 고려사항
9.2.1 동기화 토폴로지
이 표준이 참조하는 동기화 토폴로지(Synchronization Topology)는 아래와 같다.
- Configuration C1 (ORAN-WG4.CUS.0-v01.00, 9.2.2.1절 참조)
- Configuration C2 (ORAN-WG4.CUS.0-v01.00, 9.2.2.1절 참조)
- Configuration C3 (ORAN-WG4.CUS.0-v01.00, 9.2.2.2절 참조)
- Configuration C4 (ORAN-WG4.CUS.0-v01.00, 9.2.2.3절 참조)
Q 각 C1~4의 특징들은 무엇인가요?
․ Configuration C1 : O-DU와 O-RU과 point-to-point 연결되고 master clock인 O-DU가 slave clock인
O-RU를 동기화(PTP, SyncE)하는 구조
․ Configuration C2 : 복수의 O-DU와 O-RU가 하나 이상의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되고 master clock인
O-DU가 slave clock인 O-RU를 동기화(PTP, SyncE)하는 구조
․ Configuration C3 : 복수의 O-DU와 O-RU가 하나 이상의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되고 master clock인
PRTC/T-GM이 slave clock인 O-RU와 O-RU를 동기화(PTP, SyncE)하는 구조
․ Configuration C4 : Local PRTC-traceable time source(일반적으로 GNSS 수신기)를 통해서 O-RU를
직접 동기화 하는 구조

9.2.2 동기화 프로파일
이 표준이 참조하는 동기화 프로파일(Synchronization Profiles)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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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cE (ORAN-WG4.CUS.0-v01.00, 9.2.4.1절 참조)
- PTP (ORAN-WG4.CUS.0-v01.00, 9.2.4.2절 참조)
⦁ 완전한 타이밍 지원 (Full Timing Support) (ORAN-WG4.CUS.0-v01.00,
9.2.4.2.1절 참조
⦁ 부분적 타이밍 지원 (Partial Timing Support) (ORAN-WG4.CUS.0-v01.00,
9.2.4.2.1절 참조)
- GNSS 기반 동기화 (GNSS based sync)
9.3 동기화 방식
국내 사업 환경에 적합한 동기화 토폴로지 및 동기화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다.
동기화 토폴로지의 경우,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지국 배치와 프런트홀 구
조를 고려했을 때 O-DU와 O-RU가 점대점(point-to-point) 혹은 이더넷 스위치
를 통해서 연결되고 O-DU가 O-RU를 직접 동기화 하는 C1과 C2를 필수적으
로 지원해야 한다.
동기화 프로파일의 경우, 프론트홀 망을 구성하는 모든 이더넷 스위치가 PTP
를 지원하는 완전한 타이밍 지원 (Full Timing Support) [4]는 필수적으로 지원
해야 하고, 프론트홀 망을 구성하는 이더넷 스위치 중 일부가 PTP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적 타이밍 지원 (Partial Timing Support) [5] 및 SyncE, GNSS 기반
동기화는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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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의 오픈소스 구현 가능 여부, O-RAN은 코어-기지국-단말기

SDN/NFV 부분의 오픈 소스코드 구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 표준 인터페
이스 표준도 오픈소스로 구현 가능한 것인가요?
구현 가능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가능성 측면에서만 보면, 물리계층의 모든 기능을 범용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로만 구현할 수 있게 되면, 오픈소스로 개발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물리계층에서 분리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O-RAN 프론트홀 인터페
이스 규격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각 장비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 특성에 종속
적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고, 또한 각 벤더 고유의 비공개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
인 상황이므로 당분간은 오픈소스로 개발되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

3GPP 규격에서 정의하는 NG-RAN 구조의 DU와 O-RAN 규격에서 정의하는 O-DU는

어떻게 다른가요?
3GPP

NG-RAN

구조에서는

기지국

개방화를

위해

NG-RAN을

Central

Unit(CU)과

Distributed Unit(DU)으로 분리하고 기능분리를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
계하였습니다.
즉, RRC(Radio Resource Control), PDCP(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가 CU에
위치하고 RLC(Radio Link Control), MAC(Media Access Control), 물리계층과 RF는 DU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기존 RAN 기능분리와 비교하여 프론트홀에서 요구되는 대역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무선 인터페이스 물리계층 내부에서의 기능분리에 초점을 둔 O-RAN 규격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O-CU: PDCP, RRC, SDAP 및 다른 제어 기능들이 탑재되는 논리적인 노드
∙ O-DU: RLC, MAC, 하위 계층 기능 분리(옵션 7-2x)에 기반한 물리계층 상위 기능들이
탑재되는 논리적인 노드
∙ O-RU: 물리계층 하위 기능과 RF 처리를 위한 논리적인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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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의 목적
스마트 온실의 센서(구동기) 노드와 통합제어기간 RS485 기반 통신 시, 장비 제조업체
별 상이한 통신방식이 사용됨에 따라 상호연동이 어렵기 때문에본 표준에서는 양액기
노드와 통합제어기간 RS4851) 기반 모드버스(modbus)2) 방식의 통신을 위한 표준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여 이기종 장치간 상호연동 기능 제공
양액기 노드에 대한 레지스터 맵 확보 방법, 데이터 획득 및 제어명령 정보 지정을 위
한 일반적 절차, 양액기 노드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어명령 정보를 지정하기 위
한 세부 데이터 포맷 정의

Ⅱ. 주요 표준 내용
○ 개요 및 적용 범위

⦁ 양액기 노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통합제어기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노드, 센서
및 구동기 역할을 하는 양액기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
⦁ 양액기 노드와 통합제어기간 RS485 모드버스 프로토콜은 KS X 3267의 5절 준용,
통합제어기는 마스터 노드, 양액기 노드는 슬레이브 노드로 동작
1) RS485 통신(Recommended Standard-485 communication) : RS232, RS422 표준 규격의
확장 버전으로 EIA/TIA에서 개발한 N:N 양방향 직렬 통신 표준 규격
2가닥 통신선으로 다수의 장치를 상호 연결하는 직렬 통신 방식의 하나로 온실 내에서 최대
1.2km 범위까지 신호전송이 가능하며, 주로 센서 노드와 통합제어기간 송수신 방식으로 사용됨
2) modbus :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직렬 통신 프로토콜
로서, 데이터 표기를 위해 바이너리 형식의 RTU(Remote Terminal Unit) 포맷 또는 ACSII
포맷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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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액기 노드와 통합제어기간 교환되는 모드버스 RTU 메시지 프레임 구성도 KS
X 3267의 5절을 준용하고, 프레임 내 슬레이브 노드 및 CRC는 동일하므로 본
표준에서는 양액기 노드와 통합제어기간 각 메시지 프레임의 기능코드 및 데이
터 부분만 정의

[그림 1] 표준 적용 범위: 온실통합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인터페이스

○ 레지스터 맵 확보 방법

⦁ 양액기 노드와 통합제어기간 상호운용을 위해 통합제어기가 알아야 하는 디바이
스 정보는 레지스터 맵에 저장된 것으로 가정, 레지스터 맵에는 각 정보에 대한
레지스터 주소, 타입, 길이 등이 지정됨
⦁ 양액기 노드의 레지스터 맵 사전 확보 방법
- 양액기 노드가 디바이스 등록 절차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표준 본문 6.2
절의 디폴트 레지스터 맵 사용
- 양액기 노드가 디바이스 등록 절차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양액기 노드가
TTAK.KO-10.1172 표준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양액기 노드에 특화된 사항은
표준 본문 6.3절 준용. 양액기 노드의 필수 항목은 표준 본문 6.2절의 레지스
터 주소에 저장된 것으로 가정
* TTAK.KO-10.1172(2019) : 모드버스/RS485 기반 스마트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규격

⦁ 디폴트 레지스터 맵(표준 본문 6.2절)
- 레지스터 주소 맵 구조는 TTAK.KO-10.1172 표준의 7절 준용, 양액기 노드에
특화된 사항으로서 양액기 노드 정보 레지스터 맵(6.2.1), 양액기 노드 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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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레지스터 맵(6.2.2), 양액기 노드 상태 정보 레지스터 맵(6.2.3), 양액기 상
태 정보 레지스터 맵(6.2.4), 양액기 노드 내 센서값 및 센서 상태 정보 레지스
터 맵(6.2.5) 및 양액기의 제어명령 정보 레지스터 맵(6.2.6) 기술
⦁ 양액기 노드 정보 등록을 통해 확보되는 레지스터 맵(표준 본문 6.3절)
- 디바이스 등록 절차 기능 수행의 경우에도, 표준 본문 내 6.2.1절, 6.2.2절에서
정의한 레지스터 주소 따름
- 양액기 노드의 정보 취득을 위한 전반적 동작 절차는 TTAK.KO-10.1172 표준
준용, 양액기 노드의 특성을 반영한 드리퍼 유량(종류) 추가 및 양액기 노드를
위한 노드 규격의 예시는 부록 I에 기술
- 양액기 노드 및 관련 디바이스의 필수(mandatory) 지정 정보
양액기 노드
양액기 내 센서
양액기

Class, Type, CommSpec
Class, Type, ValueUnit, ValueType, CommSpec
Class, Type, CommSpec

○ 데이터 확보(GetData) 절차

⦁ 데이터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응답 패킷의 레지스터
데이터의 세부 포맷은 8절에서 기술

<표 1> 요청 패킷 구조
필드명

기능코드

시작 주소

레지스터 수

크기

1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 기능코드 : 0x03(Read Holding Registers) 요청
․ 시작주소 : 대상 레지스터 시작주소, 양액기 노드 정보, 양액기 노드 내 장치 정보, 노드 상태
정보, 양액기 상태 정보, 센서값 및 센서 상태 정보 등을 포함한 각 레지스터의 시작 주소
․ 레지스터 수 : 대상 레지스터의 수, 대상 레지스터에 표현된 데이터 값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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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 패킷 구조
필드명

기능코드

바이트 수

레지스터 값

크기

1바이트
(0x03)

1바이트

2⁕N 바이트
(N : quantity of registers)

․ 기능코드 : 0x03(Read Holding Registers) 요청에 대한 응답
․ 바이트 수 : 레지스터 값들을 구성하는 부분의 길이(2⁕N)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완전한 바이트의 수
․ 레지스터 수 : 각 레지스터 값으로 레지스터별 2바이트 가정. 양액기 노드 정보 확보 기능, 양액기
노드 내 센서 상태 및 상태 정보 확보 기능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 정보는 8절 참조

○ 제어 명령 정보 지정(SetData) 절차

⦁ 데이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레지스터의 수에 따라 0x06(단일 레지스터), 0x10(복수
레지스터)의 2가지 기능 코드로 구분(이 표준에서는 0x10(복수 레지스터) 기능
코드만 사용 전제

<표 3> 요청 패킷 구조

․
․
․
․

필드명

기능코드

시작 주소

레지스터 수

바이트 수

레지스터 값

크기

1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1바이트

2⁕N 바이트
(N : quantity of registers)

기능코드 : 0x10(Write Multiple Registers) 요청
시작주소 : 대상 레지스터 시작주소
바이트 수 : 레지스터 데이터 값의 바이트 수
레지스터 값 : 대상 레지스터의 값, 다양한 제어명령 정보에 대한 레지스터 데이터 포맷은 10절 참조

<표 4> 응답 패킷 구조
필드명

기능코드

시작 주소

레지스터 수

크기

1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 기능코드 : 0x10(Write Multiple Registers) 요청에 대한 응답
․ 시작주소 : 대상 레지스터의 시작주소
․ 레지스터 수 : 데이터를 기록할 레지스터의 수

○ 기타 사항

⦁ 양액기 노드의 장비 및 장치 규격의 예시를 부록 Ⅰ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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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의 개요
• 본 표준은 스마트 축사에서 사용되는 ICT 기반 외기 센서 7종, 내기 센서 8종에
대한 기계적, 전기적 인터페이스 규격과 작동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술
-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각 센서는 스마트 축사 내부 환경 상태를 측정하며,
수집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거나 분석되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유지하도록 구동기를 제어하는데 활용
• 축사의 외기 센서로부터 습득한 정보(기온, 풍향, 풍속, 감우, 습도, 일사, 일조 등)
와 내기 센서로부터 습득한 정보(기온, 습도, CO2, 암모니아, 조도, O2, 차압, 풍
속)를 컴퓨터가 분석하여, 축종에 따라 알맞은 사육 환경으로 제어 장치를 조절함
으로써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을 제공
- 대상 외기 센서: 기온, 풍향, 풍속, 감우, 습도, 일사, 일조
- 대상 내기 센서: 기온, 습도, CO2, 암모니아, 조도, O2, 차압, 풍속

[그림 1] 외기 센서 기반의 스마트 축사 환경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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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내기 센서 기반의 스마트 축사 환경 제어

Ⅱ. 표준의 세부 구성
• 스마트 축사에서 사용되는 외기 센서의 측정 규격과 형상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스마트 축사 외기 센서별 측정 규격
측정 규격
센서 종류
측정 방식

측정 범위

허용 오차

기온

전기저항

-40 ℃ ~ +60 ℃

±0.5 ℃ 이내

풍향

전위계차식, 그레이코드식

0°~ 360°

0.5 ㎧ 이하

풍속

광초퍼식, 초음파식, 자기유도식

0 ㎧ ~ 75 ㎧

0.5 ㎧ 이하

강우

접촉 회로 임피던스 검출식

습도

미규정

0 % ~ 100 %

±5 %(10 % ~ 90 %)

일사

기전력 방식

0 W/m2 ~ 3,000 W/m2

시간 변화 ±5 %, 일 변화 ±5 %

일조

회전거울방식

맑음 시 100펄스/시간

±10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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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풍향

습도

일사

풍속

강우

일조

[그림 3] 외기 센서류 (예시)

• 스마트 축사에서 사용되는 내기 센서의 측정 규격과 세부 항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 스마트 축사 내기 센서별 측정 규격
측정 규격
센서 종류
측정 방식

측정 범위

허용 오차

온도

제한없음

−40 ℃ ~ +60 ℃

±0.5 ℃

습도

제한없음

0 % ~ 100 %

±5 %

CO2

제한없음

0 ppm ~ 10,000 ppm

±5 % + 50 ppm

암모니아

제한없음

0 ppm ~ 100 ppm

±5 %

조도

제한없음

0 lux ~ 1,000 lux (인공광)

±3 %

O2

제한없음

0 % ~ 25 %

±1 %

차압

제한없음

1 KPa ~ 2 KPa

풍속

제한없음

0.1 m/s ~ 5 m/s

±5 %

• 내기 센서의 경우, 기계적 연결 인터페이스를 위한 규격으로 기본 배색은 KS C
6003의 규정에 따르며, 모든 배선은 각 표식 수단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색을 구
별하여야 하며, 단일 색상을 사용하거나 흰 바탕(70%)에 기능별 색상(30%)을 혼용
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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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식: Y(황색), Bk(흑색)
- 3선식: R(적색), Y(황색), Bk(흑색)
- 4선식: R(적색), Y(황색), G(녹색), Bk(흑색)

Ⅲ. 기타 사항
• 본 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센서의 물리적, 전기적 연결 규격은 KS X 3266:2018
스마트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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