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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발생 시 기지국이 불가한 곳에 일시적으로 기지국을 구축하여 단말기들에게 네트워크를 제공해주는 

망이다. 하지만 재난 지역 같은 경우에 건물이 붕괴되거나 산악지형이라면 GPS 신호를 수신하기 어렵다. 위치가 정보가 없다면 

재난 환경에서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기지국과 통신이 돼도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PS-LTE에서 제공해주는 네트워크 기술을 탑재한 무인항공기가 단말기들의 신호를 수신하여 

TDoA로 위치를 계산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에서 무인항공기는 원형으로 비행하며 신호를 수신받으며 성능평가결

과 2km 반경 내 위치한 단말기들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고 오차범위가 크더라도 구조 시 기지국이 탑재된 무인항공기를 사용

하면 재난 구조에 기여를 할 것이다.

[Abstract]

A disaster safety communication network is a network that provides a network to terminals by temporarily building a base 
station in a place where a base station is impossible in the event of a disaster. However, in the case of disaster areas, it is 
difficult to receive a GPS signal if the building collapses or in mountainous terrain. Without location information,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people in the disaster area, and even if communication with the base station is available, it is difficult 
to rescue them. In this paper,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a model in which an unmanned aerial vehicle equipped with the 
network technology provided by the existing PS-LTE receives the signals from the terminals and calculates the location by TDoA. 
In the proposed model, the unmanned aerial vehicle flies in a circle and receives signals, and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e location of terminals located within a 2km radius can be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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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난안전통신망은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무선통

신망을 구축하는 기술이다. 재난 상황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

하는 단체들이 원활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망이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에 구조대마다 각기 다른 통신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화재 대응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음을 지적받았으

며 결과는 참혹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격적으

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무선통신기술은 5G 기술이 도입되는 

시기이지만 3GPP에서 정의한 LTE 기반의 PS-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4세대 통신 기술을 사용하

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재난안전통신망은 무엇보다도 안정적

으로 기술 운용을 해야만 원활한 재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무선기지국은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

에서 기지국이 파괴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상 단

말기들에 무선통신을 지원하기 어려워서 PS-LTE 기술을 사

용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기

지국을 무인기에 탑재하여 단말기들에게 무선통신을 지원해

주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1],[2]

 재난안전통신망은 피해자들에게 원활한 통신을 지원해주

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들을 안정적으로 구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위치정보와 그들의 생존 여부에 대한 정보가 필

수적이다. 그리고 기지국에서 중앙집중적인 구조로 통제하기 

위해서 단체 문자를 전송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지

국에서는 송수신 가능한 단말기들을 그룹화하여 그룹 통화, 

그룹 영상 통화, 그룹 데이터 전송을 통하여 원활하게 통제를 

해야 골든 타임을 아낄 수 있다. 이때 직접 구조를 하는 구조

대 관점에서 단말기들이 기지국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피

해자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

다. 위치를 확인한 단말기는 기지국과 단독 통화를 통하여 구

조하는데 현재 자신이 처한 재난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현재 재난안전통신망은 정부 주도로 2021년 4월 26일 개

통되었다.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인 군, 경찰, 소방기관, 국민

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을 하나의 무선통신망으로 통합하여 

운용한다. 동영상과 사진과 같은 대용량의 정보를 송수신함에 

있어 고용량의 통신망을 사용해야 하므로 LTE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술표준은 3GPP에서 발표한 PS-LTE 규격

을 따르고 있다. 네트워크 기술은 재난 상황에 직면한 단말기

들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그룹 통화, 기지국에서 직접 

한 단말기와의 통신을 원할 때 사용하는 기지국 단독 통화, 

기지국과 통신 제한으로 인해 원활한 송수신이 어려운 단말

기들은 기지국과 인접한 단말기의 패킷을 이용하여 단말 간 

통신을 하는 D2D(Device to Device) 통신 기술들이 적용되

어 사용되고 있다. 네트워크 기술은 무선통신의 발전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도 재난 상황의 수요에 맞게 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의 위치정보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신호만을 채택하고 있다. GPS 신호만을 사용

하는 것은 지진과 화재로 인해 건물 붕괴가 일어난 상황에서

는 위성 신호가 차단되어 단말기가 GPS 신호를 이용하기 어

려워 위치 오차가 증가하여 기지국에서는 단말기들의 위치정

보를 수신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다. 그러므로 

GPS 신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GPS 신호가 불안정

하여 위치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지국에서 

단말기의 신호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기에 기지국을 탑재한 재난안전통신망 

관점으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제공해야 할 기술과 상공에서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가 단말기들의 통신 신호를 가지고 단

말기들의 위치를 계산하는 기술인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기술을 융합한 플랫폼을 제안한다. 네트워크 관

점에서는 단말기의 요구기능을 조사하여 단말기의 상태정보

를 바탕으로 단말기의 생존 가능성을 파악하여 그 정보를 바

탕으로 구조를 한다면 구조 가능성을 높일 것을 시사한다. 그

리고 GPS가 제한되는 재난 환경에서 기지국을 탑재한 무인

기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 단말기들의 통신 신호를 이용하여 

어떻게 위치정보를 추정하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재난통신

망과 관련된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재난안전통신

망에서 요구되는 네트워크 기술과 각 기술의 기능들을 제시

한다. 4장에서는 기지국이 탑재된 무인기의 운용모델을 제시

하고 어떻게 신호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계산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5장에서는 실험환경을 소개하고 앞서 언급한 모델

을 이용하여 통신과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재난안전통신망

의 성능을 분석한다. 끝으로 6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2-1 긴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는 재난안전통신망과는 별도로 운용되는 체

계이다. 재난이 발생할 때 정부에서 이동통신 회사를 통하여 

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재난 상황

을 알려 재난 지역에서 대피하도록 보내는 긴급 메시지이다. 

대부분 현대인들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TV나 인터넷 

미디어보다도 핸드폰의 문자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재난을 관리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에서 송출 권한을 부여받아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지역 범

위를 설정한 후에 전송 여부를 결정한 후 전송되어 진다. 이

동통신 기술인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시스템을 

이용하며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보낸다. 

[3] 전송 내용으로는 재난 알림과 발생 지역을 명시하며 간

단한 국민 행동 요령이 포함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 지진 때에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여 시스템

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진과 같은 급박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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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때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 권한을 가지고 국민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이후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때에 

수십 초 후에 발송되어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현재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쓰이고 있으며 5G 시스템으로 

변화됨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도 여러 미디어를 활용하여 전송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2-2 PS-LTE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대도시

를 중심으로 인구 밀집도는 점점 증가 되고 있으며, 교통, 주

택,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도시는 대형화, 초고층화의 구조로 진화하고 있으며 다

양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명이나 재산피해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나 코

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에 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종 재난 상황에 일원화

된 시스템으로 각 담당 부서별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통신망을 올해 3월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재난안

전통신망의 전체사업 규모는 구축 3년(’18~’20년), 운영 5년

(’21~‘25년)으로 총 8년 간 1조 5,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대

규모 사업이다. 재난 안전통신망 주요 특징으로는 세계 최초

의 자가망 기반 PS-LTE(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 기존 광대역 이동통신(LTE) 기술에 재난 안전 대

응에 필수적인 기증을 추가한 기술)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대

한민국 전역에서 여러 재난 관련 기관들이 일원화된 통신체계

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음성·사진·영상 등 멀티미디

어를 활용한 입체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PS-LTE

는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 대응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의 무선통신망으

로 광대역 무선통신기술(LTE) 기반으로, 산불·지진·선박 침몰

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재난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의사소

통과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망이다. [3]

2-3 이동 기지국의 위치 측위 기술

재난 환경에서 실외에서 전개되는 이동 기지국의 위치 측

위 기술은 GPS 기반의 Radio Beacon 시스템이 대표적인 기

술이다. Radio Beacon 시스템은 재난 환경과 같은 위급 상

황을 판단하는 프로세서가 단말기에 탑재되어 단말기의 상황

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위급한 상황인지 

판단하여 기지국이나 위성에 자신의 위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출한다. Beacon 신호를 송출하는 단말기는 GPS 위치 정

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GPS 신호가 사용할 수 없거나 불안

정한 곳에 있다면 이동 기지국에서는 단말기의 위치를 탐지

하기가 어렵다.

Wireless 
Communication

Maximum Distance
Power

Consumption

WiFi 35m High

Zigbee 30~60m Low

Bluetooth 10m Low

UWB ~10m Low

표 1. 무선통신기술에 의한 측위 기술

Table 1. Locating by wireless communication

재난 환경에서 실내 측위 같은 경우에는 탐지해야 하는 단

말기가 대체로 수 미터 혹은 수십 미터 공간에 위치하기 때문

에 실외에서 기동하는 무인항공기보다 요구되는 성능이 높지 

않다.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실내 측위 기술은 사용 가능 거리

가 매우 제한적이고 재난 환경과 같은 경우 붕괴된 건물에서

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무선통신기반의 측위 기술은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외의 무인항공기 측위 기술 

중 대표적인 기술은 무인항공기의 중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상에 있는 통제소를 기준으로 공중 중계기가 비행

하며 지상 단말기들의 신호를 중계해주며 공중 중계기의 타

임스탬프를 기준으로 공중 중계기의 위치와 단말기의 위치를 

추정한다. [12] 이 기술은 여러 대의 중계기가 필요하며 중계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것과 지상통제소에서 위치를 추정하는 

단점이 있다. 더불어서 무인항공기 스스로 추정하지 않으며 

무인항공기의 측위 관점만 고려하였으며 통신 지원에 관해서

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Ⅲ. 재난안전통신망 네트워크 서비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과 같은 정부 기관에

서 재난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단일

의 무선 통신망을 의미한다. 광대역 무선통신기술인 LTE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산불, 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시에 

단말기 통신 뿐만 아니라 음성, 사진, 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를 활용한 통신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관련 기관이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각 기관들은 행정안전부

의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와 협업

하여 아래와 같은 네트워크 활용 프로세스가 활성화된다.

3-1 그룹통화 (키워드 : MCPTT)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필수

요구사항으로 그룹 통화 기능 포함하고 있다.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업무 공조를 위해 같은 통화그룹에 속해있는 단말

기 상호 간 1대 다수로 통화가 가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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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Requirements

Survival Reliability
Direct call/Terminal Relay, Mobility, 

Congestion control

Disaster 
Responsiveness

Individual call, Group call, Local 
selection, Group selection, 

Interception, Emergency call, 
Terminal locating

Interoperability -

Operational efficiency Situational message

Security
Terminal license, Encryption, 

Security standard, Security control

표 2.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요구 필수기능 [5]

Table 2. Essential functions required by the government 
for disaster safety communication networks

2014년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해 

PS-LTE 기술을 표준으로 선정하면서 PS-LTE 기술의 대표 

기능인 MCPTT(Mission Critical Push To Talk)가 그룹 

통화를 위한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MCPTT

는 기존의 LTE 통신망을 활용하여 무전기에서 사용되고 있

는 같은 Push to Talk 기능을 이용하여 긴급한 상황에 같은 

가입자에게 필요에 따라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다. 1:N뿐만 

아니라, 1:1 통신이나 비상통화에도 활용할 수 있다. [3]

3-2 기지국 단독 통화 (키워드 : IOPS)

IOPS(Isolated E-UTRAN Operation or Public Safety)

는 그림 1에서와같이 기지국과 핵심망(EPC : Evolved 

Packet Core, LTE 망에서의 코어 네트워크 구조)과의 연결 

구간인 백홀(backhaul) 연결이 끊겼을 경우 기지국 단독으로 

운영되어 기지국 영역 내 단말 간의 지속적인 통신을 유지하는 

기술로 MCPTT 등 공공안전 응용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8]

그림 1. 단독기지국의 모습 [7]

Fig. 1. Standalond base-station

3-3 단말 간 통화 (키워드 : D2D/device to device)

단말 간 통화는 D2D 또는 ProSe(Proximity Service) 라

고 알려진 기술로 표1에서와같이 단말 간 통화 기능 역시 정

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생존성과 신뢰성을 보장

받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의 하나이다.

기지국 범위 안에 있는 단말기는 기지국에서 내보내는 신

호를 이용하여 동기화가 진행되고, 기지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단말은 기지국 범위 내에 있는 단말을 활용하여 동기화를 진

행하여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LTE 주파수를 통해 주변에 있는 단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 놓인 가입

자의 위치가 GPS 신호를 통해 감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조난

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7]

3-4 단말기의 네트워크 생존성 및 신뢰성

Division Unit Requirements

Survival 
Reliability

Direct 
call/Terminal 

Relay

Mutual direct call, Terminal relay
*Securing the survivability of the 
terminal

Mobility
Maintaining a call when the terminal 
moves
*Stable call status

Congestion 
control

Stable maintenance in case of 
congestion due to user concentration

Independent 
base-station

Exclusive call in case of base station 
overload

Duplication
Multiple transmission medium 
operation(M/W, Satellite, IP line)

Call quality Provides Seamless call quality

Backup
Important data restoration function 
in case of system failure

표 3. 재난안전통신망 생존· 신뢰성 요구기능 [9]

Table 3. Disaster safety communication network survival 
and reliability requirements

표 3은 정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해 요구하는 

37개 주요 요구기능 중 단말기의 기본 서비스 시험규격 표준

에서 생존·신뢰성에 대한 7가지 주요 요구기능에 관한 내용으

로 단말기의 네트워크 접속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지국

의 이중화 및 시스템 장애 시 중앙 관제시스템의 주요 데이터

에 대한 자동 백업·복원 기능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신뢰

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그림 2에서와 같이 대한민국 전역

에 걸쳐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해 4가지 솔루션을 활

용하여 통신 음역지역을 최소화 하였다.

Ⅳ. 기지국의 단말기 신호를 이용한 측위 기술

종래의 PS-LTE 기술은 대부분 고정기지국에 관한 연구로

서 재난 상황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기지국이 파괴되거

나 송수신이 어려운 지역에 재난 지역이 발생할 때 원활한 통

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동이 가능한 기지국을 이용한 

PS-LTE 기술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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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의 활용 [10]

Fig. 2. Operation of disaster safety communication base 
station

특히 재난 환경은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가지며 언

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재난 환경에서 기지국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인항공기에 기지국을 탑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무인항공기는 형태에 따라 고정익과 회전익으

로 나뉜다. 회전익 같은 경우는 실내 측위에 많이 쓰이고 있

으며 레저 활동과 같은 곳에 많이 쓰이며 플랫폼 자체의 크기

가 작으므로 재난 환경 시 붕괴된 건물과 같은 실내에 있는 

단말기의 위치 측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거리에 있는 단말

기의 신호를 이용하는 기기를 기지국에 탑재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단거리 신호 측위만 가능하며 장거리에 

있는 단말기 측위 기술은 여전히 연구되는 중이다. 그리고 단

말기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위치가 아닌 원형

형태로 비행을 하며 신호를 계산해야 단말기의 위치를 추정

할 수 있다. [10]

4-1 이동 기지국의 PS-LTE 운용 모델

그림 3. 제안하는 PS-LTE 기지국 운용 모델
Fig. 3. Proposed PS-LTE base station operating model

제안하는 이동 기지국의 운용 모델은 그림 3과 같다. 임의 

지역에 재난 환경이 발생하였을 때 기지국이 탑재된 무인기

를 재난 환경이 일어난 곳 상공에 위치시킨다. 무인기는 기지

국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송출하는 전력에 따라 통신을 가능

케 하는 커버리지가 결정된다. [11] 무인기는 재난 환경이 일

어난 지역 중앙에 위치시켜 원형으로 비행을 실시한다. 이때 

무인기는 원형으로 비행하면서 단말기들이 주기적으로 보내

는 통신 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신한다. 결과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획득한 신호정보()를 이용하여 TDoA로 계산한다. 계

산된 정보는 단말기들의 위치 정보로 추정할 수 있다.

4-2 TDoA 측위 기법

지상에 위치한 단말기들이 보내는 신호는 주기적으로 무인

기의 수신기로 수신된다. 단말기가 최초에 보내는 신호의 시

각을 라고 한다면 무인기가 수신한 시간은 로 표현된다. 

이는 무인기와 단말기간의 의사거리 로 아래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이때, 식 (1)에서 는 빛의 속도를 의미하며 는 단말기에

서 무인기까지 신호가 수신되는 동안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

한다. 이 의사거리는 유클리드 공간의 3차원 직교좌표계에 위

치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며 식 (2)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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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노름벡터를 의미한다. 




는 무인기의 위치벡터를 의미하며 

 

는 단말기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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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벡터를 의미한다. (= 1, 2, 3, ···,) 무인기는 첫 번째 

위치에서 번째 위치까지 이동하는 동안 수신한 신호를 이용

하여 비선형 최소제곱법(LSM, Least Squares Method)을 

활용하여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단말기 에 

대한 위치정보 


 
=( )를 추정한다.




 

 




 


 


 


                      (4)

Ⅴ. 성능 평가

Parameter Value(unite)

Number of terminals 16

UAV maximum transmission 
power

12W

Minimum required power of 
terminals

-70dBm

UAV Speed 180km/h

Turning radius of UAV 1km

Signal intervals 10s

Iteration 1000 times

표 4. 무인항공기 제원

Table 4. UAV parameters

성능평가는 Matlab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내 

임의의 지역을 설정하여 모의실험을 시행하였다. 무인항공기

는 군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고정익 모델인 RQ-101을 사용하

였다. 임의의 지역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재난 환경을 가

정하였으며 가로, 세로 3km 범위로 설정하였다. 무인항공기

가 수신하는 신호를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거리를 계산할 때 

발생하는 오차 값은 SatNav toolbox를 사용하여 다중경로 

오차를 추가하였다. 고정익 항공기는 재난 환경이 발생한 지

역에 원형으로 비행하도록 설정하였으며 단말기와의 통신을 

위해 무선통신용 기지국을 탑재하였다. 무인항공기는 비행하

는 동안 수신되는 단말기들의 신호는 10초로 설정하였다. 단

말기의 개수는 16개로 설정하여 위치는 랜덤하게 분포하도록 

설정하였다. 단말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GPS 신호는 받지 

못하지만 재난 환경에서 주기적으로 신호를 송출할 수가 있

으며 무인항공기가 신호 수신에는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무인항공기는 재난 발생지역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정하였고 

속력은 180km/h로 설정하여 비행을 실시하였으며 의사거리

를 계산하기 위해서 원형 비행을 실시하며 계산된 단말기의 

의사거리를 구하였다. 추가적인 무인항공기의 제원과 시뮬레

이션 설정값은 아래 표와 같다. 오차 비교를 위해서는 한 단말

기의 위치를 좌표 평면상에서 가장 끝지점인 3000, 3000에 

위치하였고 비행을 1,000번 시도한 값의 평균을 구하였다.

그림 4. 무인항공기의 송신 범위와 단말기들의 좌표 추정

Fig. 4. Estimation of the transmission range of the UAV 
and the coordinates of the terminals

그림 4는 무인항공기가 원형비행을 1회 실시한 후에 단말

기들의 의사거리를 좌표상에 나타낸 그림이다. 각각 x축과 y

축은 2차원 좌표평면을 기준으로 x축, y축을 의미한다. 무인

항공기는 기지국에서 송출하는 통신세기를 이용하여 좌표상

에 2km 반경으로 재난 통신을 지원해줄 수 있으며 단말기 내

에 수신되는 신호를 통하여 GPS가 없어도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음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림 5는 무인항공기의 고도에 따른 측위 정확도를 비교하

기 위해 분석한 그림이다. x축은 고도를 의미하며 y축은 오차 

비교를 위하여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DOP(Dilution of 

Precision)라는 비교변수를 의미한다. 고도 같은 경우는 비행 

경로는 같으나 높이만 달라지기 때문에 3차원 평면을 기준으

로 x, y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z축만 변화된다. 그러므로 3차

원 환경에서 오차 비교를 위하여 DOP에서 z축을 의미하는 수

직 오차를 나타내는 VDOP(Vertical Dilution of Precision)

를 비교하였으며 z축이 전체적인 오차 범위를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x, y, z축의 값의 오차들을 더한 값

인 PDOP(Position Dilution of Precision)와 비교하였다. 연

구 결과 고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즉, 저고도로 비행하는 

것이 VDOP와 PDOP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차 값이 커지기 때문에 오차 

편차 또한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시간 누적에 따른 단말기의 위치 오차와 무인항

공기의 속도에 따른 위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그림이다. 

위치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RMSE(Root Mean Square 

Estimation)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x축은 무인항공기의 속도

를 y축은 RMSE를 의미한다. 각각의 타임 프레임은 5, 10, 

15 프레임으로서 신호 주기가 10초이므로 단말기 위치를 확

인한 시간이 각각 50초, 100초, 150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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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무인항공기의 고도에 따른 측위 정확도 비교

Fig. 5. Comparison of locating accuracy according to 
altitude of UAV

그림 6. 타임 프레임과 속도에 따른 단말기 RMSE 비교

Fig. 6. Comparison of terminal RMSE according to time 
frame and UAV speed

연구 결과 5 프레임은 170km/h로 비행하는 곳에서 수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0프레임과 15프레임은 속도와 

관계없이 비슷한 오차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무인항공기의 변수와 관계가 깊은데 무인항공기가 

원형비행을 하게 될 경우, 10, 15 프레임은 시간 누적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위치가 중복되어 위치 오차에 큰 변동이 없다. 

5 프레임 같은 경우 시간 누적이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위치 오

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속도를 빠

르게 하고 시간 누적이 많을수록 위치 오차를 줄일 수 가 있다.

Ⅳ. 결  론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지역에 기지국이 파괴되었거나 기

지국이 원활한 작동이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기지국을 구축

하여 단말기들에게 네트워크를 제공해준다. 네트워크 관점으

로 중앙에서 통제, 제어하며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공해주며 

재난 지역에 고립된 사람들의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구조 관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재난 지역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재난 지역 같은 경우에 건물이 붕괴되거나 산악지

형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GPS 신호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GPS 정보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재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려

우며 기지국과 송수신이 된다고 해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

기가 제한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PS-LTE에서 제공해주는 네트워크 기술과 접목하여 수신되

는 신호정보를 이용하여 TDoA로 위치를 계산하는 모델을 제

안하였다. 신호를 계산하기 위해서 무인항공기는 원형으로 비

행하며 신호를 수신받는다.

성능 평가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제공해주면서 수신되는 신

호를 계산하여 위치정보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고도가 낮을

수록 위치 탐지에 유리하며 속도가 빠르고 시간이 누적될수

록 오차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PS 위치 

오차와 성능과 비교하였을 때는 오차 범위가 넓고 위치를 탐

지하기 위한 시간이 다소 길지만 2km내 위치한 단말기들이 

수십 미터 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구조 시 기지국이 탑재된 

무인항공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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