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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통신 시스템은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경제, 사

회, 문화 활동의 기반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가지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통신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정보화의 진전

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복구 및 구난 활동 등

에 통신기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특

히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

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9.11 테러 충격 이후 공공안전(public safety) 

분야를 대상으로 재난 통신에 대한 의식의 변화 및 

수용 인식이 확산되어 유럽의 European Telecom-

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ETSI)와 북미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TIA)

와 같은 표준조직을 바탕으로 재난통신에 대한 활동

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 파트너십을 

통한 재난 통신 표준 프로젝트(Mobility for Emer-

gency and Safety Applications: MESA)를 만들어 

표준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본 고는 공공안전 분

야의 재난통신을 위한 무선통신 분야의 국제적 파트

너십 표준화 프로젝트인 MESA 활동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II. MESA 프로젝트 

1. MESA 프로젝트 수립 배경 및 개요 

9.11 이후의 비상통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

고, 경찰, 소방, 응급구조 활동 등 공공안전 및 긴급 

구조 대응(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PPDR)을 위한 활동 조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

나, 원활한 구조활동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현

재로서 부족한 상황이며, 자연 재해 및 인위적 재해

에 대해 반응하기 위한 음성, 데이터, 이미지, 동영

상 등의 재난통신의 동시 수행능력이 미비한 상황이

다. 이에 따라, 공공안전 및 긴급 구조(PPDR) 활동

을 수행하는 전문가들 간의 통신수단을 효과적으로 

상호 운용하기 위해 고도화된 통신 인프라 구축의 

비상통신 표준화 관련 메사 프로젝트 

Mobil i ty  for  Emergency and Safety Appl icat ion Project  R elated wi th  Emergency 
Telecommunicat ions  

전덕중(D.J. Jeon) 네트워크진화팀 연구원 

김상완(S.W. Kim) 네트워크진화팀 연구원 

이준경(J.K. Lee) 네트워크진화팀 책임연구원 

9.11 테러 이후의 비상통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경찰, 소방, 응급구조 활동 등 공공안전 및 긴급 
구조 대응(PPDR)을 위한 활동 조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원활한 구조활동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

축이 현재로서 부족한 상황이며, 자연 재해 및 인위적 재해에 대해 반응하기 위한 음성, 데이터, 이미지, 
동영상 등의 재난통신의 동시 수행능력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안전 및 긴급 구조(PPDR) 활
동을 수행하는 전문가들 간의 통신수단을 효과적으로 상호 운용하기 위해 고도화된 통신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 간의 공공 안전 분야의 무선통신에 관한 표준활동인 MESA 프로
젝트가 등장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MESA 프로젝트의 활동분야 및 수행 활동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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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 간의 공공 

안전 분야의 무선통신에 관한 표준활동인 MESA 프

로젝트가 등장하게 되었다.  

MESA는 공공안전과 긴급구조 활동(PPDR)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이동 광대역 장비의 기술 표준

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럽의 ETSI와 북미의 TIA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파트너십 프로젝트로서 초기에

는 공공안전 파트너십 프로젝트(Public Safety 

Partnership Project)로 명명되어 PPA(Public Sa-

fety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한 표준 개발 

조직간의 상호 협력 활동으로 수행되었다[1].  

MESA 프로젝트는 ETSI와 TIA 포럼을 통해 

MESA 활동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법적

인 수행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으며, 공공안전 파트

너 프로젝트로서 인정하였고(워싱턴 DC, 2000.5.) 

MESA 프로젝트를 위한 파트너십 동의함으로써 구

체적인 모습을 들어냈다(아리조나, 2001.1.). 

MESA 프로젝트는 공공안전분야의 향후 디지털 

이동 광대역 표준을 위한 장비 스펙에 대한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 공공안전과 관련된 활동조직, 

장비 사용자 및 연구 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공안전

과 관련된 통신시장 요구사항을 향상시키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호간 애플리케이션 스펙 및 서비

스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히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활

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시스템뿐

만 아니라 개발 진행중인 시스템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3세대의 협대역 무선 표준뿐만 

아니라 광대역 데이터 속도를 수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 표준과도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3]. 

(그림 1)은 TIA에서 나온 MESA에서 목표로 하

고 있는 대역폭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MESA의 응용기술 범위는 2Mbps 이상의 광대역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기 속도의 움직임에서도 서비

스를 만족할 수 있는 이동성을 수용하고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공공안전과 긴급구조 활동(PPDR)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용 주파수 대역으로는 400MHz, 

800MHz, 4.9GHz가 활용되고 있으며, 추후 2.4GHz,  

5GHz 대역으로 확장 수용될 예정이다[1].  

일반적으로 MESA 네트워크 구조는 전통적인 무

선 데이터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구성되는데, 일반적

으로 셀 커버리지에 있는 무선 기지국을 통해서 통

신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지국은 백본망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그림 2) 참조). 따라서 근

접지역의 위치하고 있지 않는 장비와의 상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백본망을 활용하여 통신을 수행하게 

되며, 산간 지역 및 좁은 지역의 협소한 망 구성을 

통한 통신을 위해서는 근접한 장비들이 중계기 역할

을 수행하여 두 장비 사이의 통신 트래픽을 전달함

으로써 통신이 가능한데 무선통신망의 TETRA 

(Terrestrial Trunked Radio) 장비일 경우 이와 같

은 DMO(Direct Mode Operation) 방식을 사용한 

통신이 가능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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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SA 프로젝트 구성 조직 

MESA 프로젝트의 구성은 유럽 표준 조직인 

ETSI와 북미 표준 조직인 TIA의 국제 포럼을 통해 

활동에 동의함으로써 법적인 수행 프레임워크를 구

성 하였으며(위싱턴 DC, 2000.5.) 공공안전 파트너 

프로젝트(PSPP)로서 처음 시작한 MESA 프로젝트

는 아리조나에서 파트너십에 동의함으로써 구체적

인 모습을 갖추었다(아리조나, 2001.1.).  

MESA 프로젝트는 유럽 ESTI 및 북미의 TIA간

의 파트너십 체결아래 MESA Steering 위원회가 구

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조직아래 무선통신 기술의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는 MESA SSG SA(Service Specification Group 

Services and Applications)과 시스템 기술 스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그룹으로 MESA TSG SYS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System)으로 구성

되어 있다((그림 3) 참조)[10].  

프로젝트 MESA의 구성은 공공안전기관, 통신 

장비 사용자, 이와 관련된 연구조직 및 산업연관조

직들을 포함한 100여 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ETSI와 TIA의 두 조직 파트너의 인원아래, 

다음과 같은 8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 

1>은 대표적으로 공공안전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조
 

MESA Organizational Partners 
ETSI-TIA 

MESA  
Steering Committee 

MESA SSG SA 
Service Specification Group 
Services and Applications  

MESA TSG SYS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System  

(그림 3) MESA 프로젝트 구성 조직 
 
 
<표 1> Public Safety Members의 구성 

Organization Country Designated OP 

American Red Cross NHQ US TIA 

APCO US TIA 

APCO Project 25 Steering Committee US TIA 

Beredskab Storkø benhave DK ETSI 

C.N.E.H. FR ETSI 

Department of Maryland State Police US TIA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S TIA 

Gloucestershire Fire and Rescue Service UK ETSI 

High Point Fire Department US TIA 

Industry Canada CA TIA 

Lancashire Ambulance Service NHS Trust UK ETSI 

Latvian State Fire and Rescue Service LV ETSI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S 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NTIA) US TIA 

Norwegian National Police Directorate NO ETSI 

Office of the Chief Technology Office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US TIA 

Phoenix Fire Department US TIA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CA TIA 

SAIC US TIA 

S.A.M.U. FR ETSI 

US Dept of Commerce NTIA/ITS US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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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기관 멤버를 나타내고 있다[10]. 
 
� Organizational partners 

� Individual members 

� Public safety members 

� Candidate members 

� Observers/Officials 

� Contacts/Secretariat 
  
MESA 프로젝트와 관련된 유관조직 및 프로그램

으로는 아래와 같이 Homeland Security의 NCS 

(National Communication System)을 비롯하여 

PSWN, APCO 등의 다양한 비상통신 유관조직과 

연관성을 맺고 있다[5],[6].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ational 

Communications System 

�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National in-

stitute of Justice, AGILE Program 

� Federal Law Enforcement Wireless Users 

Group(FLEWUG) 

� Public Safety Wireless Network(PSWN)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Association of Public-Safety Communica-

tions Officials(APCO) 

�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Safety Officials 

� Manufacturers and Academic Researchers 

� American Red Cross 

� United Nations Humanitarian Relief Section 

� Agencies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

ganization 

�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ndustry Canada and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RCMP) 

� Project 25-Project 34 and ETSI TETRA 

3. MESA 프로젝트의 활동분야 

주로 MESA의 활동은 공공안전과 재난구조/대응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재난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무선 대역의 응용기술을 통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소방활동, 이동로봇 기술, 원격 위성 대역

의 활용 등과 같은 분야의 수행을 하고 있다. 구체적

인 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 Police/Law Enforcement/Anti-Terrorism,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 Advanced Surveillance and Security(Air-

ports, Nuclear Power Plants) 

� Emergency and Medical Services(Tele-

medicine) 

� Advanced Firefighting 

� Civil Defense and Disaster Response 

� Emergency Management 

� National and International Crime and Terror 

Investigations 

� Sensing and Robotics 
 
(그림 4)는 MESA의 소방관 착용복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소방관의 상태를 착용복장을 통해 

원격으로 확인 및 제어가 가능하다. 

소방활동은 명령, 제어, 통신의 3C(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수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 비디오 모니터링, 생명 구조를 

위한 요소 파라미터에 대한 감시 등을 실시간 통신

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있다[6]. 
 

Respiratory Rate Blood Pressure 

Heart Rate 

Geiger Counter 

Dual Axes Accelerometers 

Pulse Oximeter 

Suit and Body 
Surface Temperature 

(그림 4) MESA의 소방관의 착용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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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A에서는 의료, 경찰 및 소방 활동간의 상호 

호환되는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 기관의 차량

을 통해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무선 임시 망을 구축

하여 신속한 통신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5)는 

이동 ad-hoc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신을 주고 받

는 MESA 무선 통신망의 실제 예를 나타낸 것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위성 및 항공 장비를 활용하

여 긴급상황 발생지역을 포착하고 이를 근접거리에 

있는 경찰 및 소방, 그리고 긴급구조 차량에 신속하

게 상황전달이 수행된다. 항공으로 제어가 불가능할 

경우 인접한 경찰 및 소방에서 상호간 통신교환을 

수행함으로써, 긴급 구제차량과 임시 통신망을 구성

하여 신속한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이동 로봇(mobile robotics)의 활용한 MESA 활

동은 비 접근지역이나 위험 지역의 자동 검색 및 위

험 지역으로부터 생명의 구제, 반 테러 활동 등에 활

용되고 있다((그림 6) 참조).  

파괴된 건물, 다리 구조, 터널, 광산 및 동굴과 같

은 위험 건축 및 구조물의 원거리 분석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도심의 복지 활동 및 항공으로부터의 

기술적 지원 수행활동을 하게 된다[7]. 

4. MESA 프로젝트 SoR 

공공안전 및 긴급 구조 대응(PPDR) 영역의 무선 

통신장비 사용자들은 무선 통신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안전 기관들의 기

술요구사항서(Statement of Requirements: SoR)

를 제작하였다. 기술요구서에서의 주요 사항은 Mo-

bile Layer 1(PHY)는 2Mbps 이상 지원해야 하며, 

MESA 코어망은 IPv4, IPv6와 ATM 포터 액세스 

기반으로 이루지고, 무선 인프라 노드의 치유를 위

한 Mobile Link Entity(MLE) 와 ad-hoc 네트워크

의 능력이 요구된다[7]. 기술요구사항서(SoR)는 다

음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7],[9]. 

� PPDR의 각 분야에 대한 수행 목표와 기술적 요

구사항 

� 일반적인 MESA 프로젝트의 기술적 요구사항 

� MESA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기능상, 운용상의 

요구사항 

� 응용 기술 스펙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 PPDR의 응용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어

야 하는 요구사항 

III. MESA 프로젝트의 수행활동 및 
 발전방향 

MESA 프로젝트는 유럽의 ETSI와 북미의 TIA

간의 비상통신을 위한 광대역 디지털 무선 통신 기

술에 대한 사용자 간의 원활한 통신 수행을 위해 시

작된 것으로 비상통신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를 가

지고 온 큰 계기가 되었다. 현재 북미, 아시아, 유럽 

등을 통한 100여 개 이상의 조직에서 MESA 프로

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GSC(Global Standard 

Collaborations) 등의 국제 표준회의에서도 비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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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동 ad-hoc 네트워크의 활용예 

<자료>: TIA APEC TEL 28 Broadband Workshop, 2003. 10. 

 

(그림 6) 이동 로봇의 원거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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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야 및 PPDR 분야에서의 주요한 의제로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요구사항서(SoR)에 대한 논

의는 5th MESA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으로 검토가 

수용되었으며, 현재까지 8th MESA 프로젝트에 대

한 의견 검토가 진행되었다[8],[9]. 

5th MESA 프로젝트(코펜하겐, 2002.9.)에서는 

특히 MESA 시나리오 클래스를 환경, 커버리지, 상

황의 3가지 주요 기준을 바탕으로 PPDR 시나리오

를 판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으며, 6th 

MESA 프로젝트(오타와, 2003.4.)에서는 여러 가지 

PPDR 시나리오를 만족하는 스펙을 개발하고, 기술

요구사항서(SoR)를 MESA 시나리오 클래스를 12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7th MESA 프로젝트(밀란, 

2003.9.)에서는 12가지로 분류된 MESA 시나리오

를 유사한 요구사항을 가진 클래스로 재 분류하고, 

MESA 시나리오 클래스의 3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상황별 전략 시나리오를 전개하였다[8],[9].  

8th MESA 프로젝트에서는 시스템 참조모델 구조 

및 참조 기술에 대한 논의가 수행되었으며, 9th 

MESA 프로젝트에서는 시스템 요구사항과 기술 로

드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그림 7) 참조). 

IV. 결 론 

프로젝트 MESA는 PPDR을 위한 이동 광대역 디

지털 통신 개발을 위한 기술 스펙 개발을 목적으로 시

작되었으며, 현재 공공분야의 참여기관과 국가적 관

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5th MESA 프로젝트에서 

기술요구사항서(SoR)에 대한 검토가 수용되면서, 

TSG SYS에서는 기술 스펙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 보

다 활발해졌고, 모든 활동 사항이 전문가들의 자발적

인 참여에 의해 수행됨에 따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가 요구되며, MESA의 인식 확대와 소방, 의료, 정부

기관 등의 다양한 활용성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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