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GPP 공공안전 및 재난통신 표준화 현황 및 시사점

요 약 

LTE는 3GPP Rel-8부터 시작되어 현재 Rel-13까지 진화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LTE

는 단말의 이동성을 제공하면서 단말과 무선 접속 망 사이에 수

십~수백 Mbps 급 고속의 패킷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며, LTE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

공공안전사용기관인 주요 국가 정부를 중심으로 LTE을 공공

안전용도로 사용 할 경우 최적 솔루션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3GPP 과제 제안을 통해, Rel-12부터 표준화를 시작하였다. 처

음으로 표준화를 시작한 기술은 ProSe, D2D 및 GCSE이라는 

기술이며, 2015년 3월에 완료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Rel-13에서는 MCPTT, eProSe, eD2D, 

IOPS, MBMS_enh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2016년 

3월에 표준 완료 예정이다. 또한 2016년 3월부터는 Rel-14 표

준화 기술로 선정된 MCVideo 및 MCData 표준화가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 공공안전 용도로 특화되어 3GPP Rel-13 및 Rel-

14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PS-LTE 기술의 표준화 

현황과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Ⅰ. 서 론

1. PS-LTE 정의

 PS-LTE는 “LTE for public Safety”의 줄임 말이다. 단말의 

이동성을 제공하면서 단말과 무선 접속 망 사이에 수십~수백 

Mbps 급 고속의 패킷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인 LTE가 

3GPP Rel-8에 포함되고 난 이후 Rel-10에서는 LTE-A라는 

이름으로 진화하였고 이를 흔히 4세대 이동통신기술이라 한다. 

그 이후 Rel-13 이상의 LTE 진화기술은 3GPP에서 공식적

으로 LTE-Advanced Pro라고 명명되었다. “LTE for public 

Safety”는 LT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Rel-12 및 Rel-13에 포

함된 공공안전 및 재난통신 관련 표준화 과제 산출물 집합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간단하게 PS-LTE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

고 있다. 다시 말해 넓은 의미에서 PS-LTE라 함은 공공안전용

으로 사용할 할 수 있는 여러 LTE 요소 기술들을 말하지만, 좁

은 의미로서는 3GPP에서 추가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LTE 기반기술과 응용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PS-LTE 기술간 관계도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에서도 PS-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프랑스,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PS-LTE 기술간 관계 

도를 보면 <그림 1>과 같이 공공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한 기반기술인 (e)ProSe, (e)D2D, GCSE, IOPS, MBMS_enh

와 응용기술인 MCPTT, MCVideo, MCData를 말한다.

PS-LTE 기술에는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기술

로 그룹통화 서비스인 MCPTT, 그룹영상 서비스인 MCVideo, 

그룹데이터 서비스인 MCData가 있으며, 이러한 응용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e)ProSe, D2D는 기지국 영역 내/외에 있는 단말들에게 

단말 간 직접통신이 가능하게 하여 MCPTT, MCVideo, MC-

장형철, 김대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그림 1. PS-LTE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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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등 공공안전 응용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기반기술이다. 

둘째, GCSE, eMBMS, MBMS_enh는 그룹통신을 효율적으

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그룹통신이 근간이 되는 MCPTT 

등 공공안전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무선 자원 및 네

트워크 자원을 절약하는 기반기술이다. 끝으로 IOPS는 기지국

과 핵심 망과 연결이 끊겼을 경우 기지국 단독으로 MCPTT 등 

공공안전 응용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반기술이다.

3. PS-LTE 표준화를 위한 3GPP 조직

3GPP는 이동통신 국제 표준화를 위해 ETSI(유럽), ATIS(미

국), TTA(한국), ARIB/TTC(일본), CCSA(중국) 등 각 국을 대

표하는 표준기관 간 협정을 통해 1998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조

직은 <그림 3>과 같이 표준 전략 및 계획 수립 등 정책 결정과 

기술규격그룹 의장단 임명 및 해임 등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조

정위원회(PCG), 표준화 작업항목/기술규격 승인 등을 담당하는 

4개의 기술규격그룹(TSG), 그리고 각 기술규격그룹 산하에 기

술규격(안)을 개발하는 여러 작업반(WG)으로 구성되어 있다. 

GERAN 기술규격그룹 내 작업반들은 GSM/GPRS/EGRPRS 

등 2/2.5 세대 이동통신 무선 접속 망 표준화를 담당하였으

나, 2015년 10월에 개최된 3GPP PCG/OP에서의 결정에 의해 

2016년부터는 RAN 기술규격그룹 내 1개 작업반(RAN6)으로 

축소 재편되어 운용된다. 

RAN 기술규격그룹 내 작업반들은 WCDMA(UMTS)/HSPA/

LTE/LTE-A 등 3/3.5/4 세대뿐만 아니라 5세대 이동통신 무

선 접속 망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고 SA 기술규격그룹 내 작업

반들은 기술 별로 서비스 요구사항 정의, 아키텍처 개발, 보안, 

미디어 코덱 및 MBMS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MCPTT 등 공공안전 응용기술의 아키텍처(2단계 표준

화) 표준화를 전담하는 작업반인 SA WG6(SA6)이 2014년 12

월에 SA 기술 규격 그룹 산하에 신설되었다. CT 기술규격그

룹 내 작업반들은 단말과 네트워크장비 간 프로토콜, 네트워크

장비 간 프로토콜, 스마트카드 응용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표 1>은 PS-LTE 기술의 표준화 단계에 해당하는 각 역할을 

작업반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MCPTT의 경우

표 1. 3GPP 작업반별 PS-LTE 기술의 표준화 담당 역할

작업반 표준화 단계 역할 PS-LTE 기술

SA	WG1 1단계
기능적/서비스	

요구사항	정의

GCSE,	(e)ProSe,	IOPS,	
MCPTT,	MCVideo,	MCData

SA	WG2 2단계 시스템	아키텍처	개발 GCSE,	(e)ProSe,		IOPS

SA	

WG6
2단계

응용(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개발
MCPTT,	MCVideo,	MCData

SA	

WG3
2단계

보안

(Security)

GCSE,	(e)ProSe,	IOPS,	
MCPTT,	MCVideo,	MCData

SA	

WG4
2/3단계 미디어	코덱	및	MBMS MCPTT,	MCVideo,	MCData	

CT	WG1 3단계
단말과	네트워크	장비

간	프로토콜	개발

(e)Prose,	MCPTT,	
MCVideo,	MCData

CT	

WG3
3단계

Inter-Network	장비간	

프로토콜	개발

GCSE,	(e)ProSe,	MBMS_
enh,	MCPTT,	MCVideo,	

MCData

CT	

WG4
3단계

Intra-Network	장비간	

프로토콜	개발

GCSE,	(e)ProSe,	MBMS_
enh,	MCPTT,	MCVideo,	

MCData

CT	

WG6
3단계 스마트카드	응용	개발

(e)ProSe,	IOPS,	MCPTT,	
MCVideo,	MCData

RAN	

WG1
3단계

무선구간	물리계층	

프로토콜	개발
(e)D2D

RAN	

WG2
2/3단계

무선구간	MAC/RLC/

PDCP/RRC계층	

프로토콜	개발

(e)D2D

RAN	

WG3
3단계

기지국과	기지국	간	및	

기지국과	EPC	간	

프로토콜	개발

(e)D2D

RAN	

WG4
3단계

RRM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개발
(e)D2D

그림 2. PS-LTE 기술간 관계도

그림 3. 3GPP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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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규격은 SA11에서, 아키텍처 기

술규격은 SA6에서, 보안 기술규격은 SA3에서, 코덱과 MBMS

기술규격은 SA4에서, 그리고 세부 프로토콜 기술규격은 CT1/

CT3/CT4/CT6에서 각각 개발을 한다. 

4. Rel-13 PS-LTE 표준화 일정

3GPP Rel-12 기술규격 개발은 2011년 6월에 시작하여 2015

년 3월부로 모두 완료되었다. Rel-12에서 개발된 PS-LTE 기

술로는 ProSe, D2D, GCSE가 있다. 그리고 Rel-13 기술규

격 개발은 2012년 9월 시작하여 2016년 3월에 완료하는 것으

로 일정이 계획된 상태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PS-LTE 기술

로는 eProSe, eD2D, MCPTT, IOPS, MBMS_enh가 있다.           

<그림 4>는 Rel-13 표준화 단계별 추진 일정이다. Rel-13 3단

계 표준은 당초 2015년 12월에 Functional Freezement를 완

료하기로 되어있었지만 미진한 부분을 3개월 동안 처리하여야 

해서 ASN. 1 freezing 함께 2016년 3월에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3GPP Rel-13 표준화 단계별 추진 일정 

Ⅱ. 본 론

1. Rel-13 PS-LTE 주요 기술 별 표준화 현황

가. MCPTT

MCPTT는 기본적으로 LTE(E-UTRAN+EPC) 기술과 호 

제어를 위한 IM CN(IP Multimedia Core Network), 그리고 

PS-LTE 기반기술인 eProSe, eD2D, GCSE, MBMS_enh, 

IOPS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그룹 음성통화 및 개별 음성통

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서비스기술이다. 

MCPTT는 <그림 5>와 같이 On-Network MCPTT 서비

스, Off-Network MCPTT 서비스, UE-to-Network relay 

MCPTT 서비스로 구분된다. On-Network MCPTT 서비스

는 기지국, EPC, IMS, MCPTT server가 모두 관여가 된 상태

에서 그룹통화, 개별통화, 비상 그룹통화, 복수통화그룹 수신, 

1	 	SA1은	SA	WG1을	의미함.

상황전파통화, 발언권 제어, 그룹 우선순위 제어 등을 제공하

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Off-Network MCPTT 서비스는 IMS, 

MCPTT server가 전혀 관여 되지 않고 eProSe와 eD2D 기술

을 활용하여 그룹통화, 개별통화, 비상 그룹통화, 복수통화그룹 

수신, 상황전파통화, 발언권 제어, 그룹 우선순위 제어 등을 제

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UE-to-Network relay MCPTT 서

비스는 기지국 영역밖에 있는 단말에게 기지국 영역 안에 있는 

단말(relay)과의 D2D 연결을 통해 On-Network MCPTT 서비

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말은 

Common Service Core와의 연결을 통해 사용자 ID / 그룹 ID 

관리, 그룹 생성, 그룹편성, 그룹 리그룹핑, 단말/사용자/그룹

의 설정 관리 및 보안 키 관리 등을 수행한다.

<그림 6>은 <그림 5>의 On-Network MCPTT 개념도 부분

을 보다 세분하여 functional entity와 entity 사이의 레퍼런스 

포인트(reference point)로 도식화 한 functional model이다.

MCPTT-1 레퍼런스 포인트는 단말(MCPTT Client)과 

그림 5. MCPTT 개념도

그림 6. On-Network MCPTT의 Application Plane Funct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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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TT server 사의의 레퍼런스 포인트로 그룹통화나 개별통

화 호를 셋업하기 위한 레퍼런스 포인트, MCPTT-2는 MCPTT 

server와 MCPTT user database 간 user 정보를 주고받기 위

한 레퍼런스 포인트, MCPTT-3은 MCPTT server와 또 다른 

MCPTT server 간 연동을 위한 레퍼런스 포인트이다. 

MCPTT-5는 MCPTT server와 EPS의 PCRF 간 레퍼런스 포

인트로 unicast 미디어(음성)을 QoS가 보장된 상태로 전달하기 

위해 unicast bearer를 설정하는 레퍼런스 포인트, MCPTT-4

는 MCPTT server 내의 floor control server와 MCPTT client 

내의 floor participant 사이에서 unicast 발언권 제어를 위한 

레퍼런스 포인트, MCPTT-7은 MCPTT server 내의 media 

distribution function과 MCPTT client 내의 media mixer 사

이에 unicast 미디어(음성)가 전달되는 레퍼런스 포인트이다. 

이와 유사하게 MCPTT-6는 MCPTT server와 EPS의 BM-

SC 간 레퍼런스 포인트로 multicast 미디어(음성)을 QoS가 보

장된 상태로 전달하기 위해 multicast bearer를 설정하는 레퍼

런스 포인트, MCPTT-9는 MCPTT server 내의 floor con-

trol server와 MCPTT client 내의 floor participant 사이에서 

multicast 발언권 제어를 위한 레퍼런스 포인트, MCPTT-8은 

MCPTT server 내의 media distribution function과 MCPTT 

client 내의 media mixer 사이에 multicast 미디어(음성)가 전

달되는 레퍼런스 포인트이다.그리고 ID 관리를 위해 CSC-1, 

CSC-6 레퍼런스 포인트, 그룹관리를 위해 CSC-2, CSC-3, 

CSC-7 레퍼런스 포인트, 설정관리를 위해 CSC-4, CSC-5, 

CSC-13 레퍼런스 포인트, 보안키 관리를 위해 CSC-8, CSC-

9, CSC-10 레퍼런스 포인트가 사용된다. CSC-1~CSC-13 레

퍼런스 포인트는 MCPTT뿐만 아니라 MCVideo, MCData에서

도 공통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림 7>은 On-Network MCPTT 서비스 제공을 위한 sig-

naling control plane 관점에서 function model을 도식화 한 그

림이다. Signaling control plane은 MCPTT 호에 관여된 사용

자들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시그널링 지원을 제공한다. 

<그림 8>은 On-Network MCPTT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

plication plane과 signaling control plane인의 관계를 도식

화 한 그림이다. 예를 들어, application plane의 MCPTT-

1(MCPTT server와 MCPTT client 사이의 레퍼런스 포인트)은 

signaling control plane의 SIP-1과 SIP-2 시그널링 지원을 

받아 동작하거나, HTTP-1(HTTP client와 HTTP proxy 사이

의 레퍼런스 포인트)과 HTTP-2(HTTP proxy와 HTTP server 

사이의 레퍼런스 포인트) 시그널링 지원을 받아 동작한다는 의

미이다. 

그림 8. On-Network MCPTT의 Application Plane과 Signaling Control Plane의 관계

또 다른 예를 들면 MCPTT-3은 SIP-2, SIP-3, SIP-2 시그

널링 지원을 통해 동작하며, CSC-2는 SIP-1과 SIP-2 시그널

링 지원을 받아 동작하거나 HTTP-1과 HTTP-2 시그널링 지

원을 받아 동작할 수도 있다.

<그림 9>는 <그림 5>의 Off-Network MCPTT 개념도 부

분을 보다 세분하여 functional model 도식화 한 그림이다. 

그림 7. On-Network MCPTT의 Signaling Control Plane Functional Model 그림 9. Off-Network MCPTT의 Application Plane, Signaling Control Plane Funct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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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Network MCPTT는 IM CN(또는 SIP core)와 MCPTT 

server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지 두 단말(UE1과 UE2) 간의 

인터렉션을 통해 MCPTT 서비스가 제공된다.

MCPTT 표준화 진행 현황은 <표 2>와 같이 1 단계 요구사

표 2. MCPTT 표준화 단계별 기술규격 표준화 진행 현황

표준화
단계

관련
규격

주요
내용

작업반
완료 
여부

완료
일정

1	단계 TS	22.179 서비스	요구사항 SA1 완료 -

2	단계
TR	23.779 아키텍처	기술보고서

SA6 완료 -
TS	23.179 아키텍처	및	메시지	절차

2	단계

TR	33.879
MCPTT용	security	
기술보고서

SA3
진행	
중

‘16.3

TS	33.179
MCPTT용	security	
기술	규격

2/3	단계

TR	26.879
MCPTT용	코덱	및	
핸들링	기술보고서

SA4
진행	
중

’16.3
TS	26.179

MCPTT용	코덱	및	
핸들링	기술	규격

TS	26.346 MBMS	프로토콜	및	코덱

3	단계

TS	24.379 호	제어	프로토콜

CT1

진행	
중

‘16.3

TS	24.380
미디어	제어	프로토
콜(발언권	제어	포함)

TS	24.381 그룹관리	프로토콜

TS	24.382 ID관리	프로토콜

TS	24.383
관리	객체
(Management	
Object)	

TS	24.384
설정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프로토콜

TS	24.229
Enhancements	to	
SIP	and	SDP	to	
support	MCPTT

TS	29.165 Use	of	inter-IMS	NNI	 CT3

TS	23.003
Definition	of	new	
MCPTT	related	
identities

CT4
TS	23.008

Definition	of	new	
data	for	MCPTT

TS	29.228
AAA-1	MCPTT-2,	
MCPTT-13	레퍼런
스	포인트	규격화	

작업

TS	29.229

TS	29.328

TS	29.329

TS	31.102
MCPTT	

configuration	on	
USIM

CT6

TS	31.103
MCPTT	

configuration	on	
ISIM

표 3. MCPTT 기술 규격 별 주요 표준화 잔여 항목

WG 관련 규격 주요 표준화 잔여 항목

CT1

TS	24.379

(호	제어)

1)	On	Network:
a)	Service	Authorization
b)	Pre-established	Session	Modification	and	Session	Release
c)	Affiliation	(Primary/Partner/Remote	Change)
d)	Server-initiated	Late	Call	Entry	for	Group	Calls
e)	Client	re-join	procedures	for	Group	Calls
f)	Call	Control	procedures	over	Broadcast	MBMS	bearers
g)		Completion	of	Emergency/Imminent	Peril/Alert	mechanisms	for	
Group	and	Private	Call.

h)		Specification	of	Namespace	for	RPH	and	use	of	Priority	
mechanisms.

i)		Group	call	involving	groups	from	multiple	MCPTT	systems	
(formed	from	temporary	re-group)
j)		Group	Merging
k)		Solutions	required	for	Identity	Hiding	from	SA3
l)			Support	for	Dispatcher	and	Authorized	User	invocation	of	Call	
Control	procedures

m)	Support	for	Simultaneous	Sessions
n)			Management	of	media	resources	allocated	by	pre-
established	sessions

2)	Off	Network:
a)	Emergency	Call
b)	Emergency	Alert
c)	Imminent	Peril	Call
d)	Broadcast	Group	Call

TS	24.380

(미디어	

제어)

1)	On	Network	procedures:
a)	Floor	override	without	revoking	the	current	talker
b)	The	procedures	in	the	non-controlling	MCPTT	function
c)		Optimizations	for	not	delivering	a	media	packets	/	floor	control	
messages	forward	and	backward	between	the	participating	
MCPTT	function	and	controlling	MCPTT	function.

2)	Off	Network:
a)	The	procedures	regarding	declarative	usage	of	SDP
b)		The	propagation	of	the	information	whether	queuing	is	
supported	in	this	off-network	call

3)	Broadcast
a)		How	the	participating	MCPTT	function	knows	that	a	specific	
floor	participant	is	listening	to	a	MBMS	sub	channel	or	unicast.

b)		Encryption	of	floor	control	messages/	media	(how	to	handle	
key	distribution)

c)	Interaction	with	signaling	and	application	layer

TS	24.381

(그룹관리)

1)	Group	regrouping	procedure
2)		CSC-3	part	of	MCPTT	group	affiliation	and	de-affiliation	procedure
3)	Introduction	and	common	procedures
4)	Alignment	with	control	plane	and	media	plane	documents
5)	Security
6)	Support	for	HTTP	proxy

TS	24.382

(ID관리)

1)		Identity	Management	client	and	Identity	Management	server	
procedures	for	CSC-1	reference	point.
2)		Identity	Management	server	and	MCPTT	server	procedures	for	
the	CSC-6	reference	point.

3)		Key	Management	procedures	over	CSC-8	reference	point	
between	the	MCPTT	UE	and	Key	Management	Server.

4)		procedures	over	CSC-9	reference	point	(MCPTT	server	to	Key	
Management	Server)

5)		procedures	over	CSC-10	reference	point	(Group	Management	
Server	to	Key	Management	Server)

TS	24.383

(MO)

1)		Finalizing	contents	of	MCPTT	MO	parameters	for	configuration	
management	(UE	configuration	and	User	configuration	
parameters	on	the	CSC-4	reference	point	for	on-line	
configuration	and	CSC-11	for	off-line	configuration)
2)		Finalizing	contents	of	MCPTT	MO	parameters	for	groups	for	off-
line	configuration	over	CSC-12	reference	point

3)	Confirming	MCPTT	MO	identifier	with	OMA

TS	24.384

(설정관리)

1)		Configuration	Management	Client	and	Configuration	Management	
Server	procedures	over	CSC-4	reference	point.
2)		MCPTT	server	and	Configuration	Management	Server	
procedures	over	CSC-5	reference	point.

3)	Definition	of	XML	schema	for	data	description

CT3 TS	29.165

1)		To	identify	remaining	impacts	on	II-NNI	(Inter-IMS	Network	to	
Network	Interface,	SIP-3)	from	contents	agreed	for	3GPP	TS	
24.229,	3GPP	TS	24.379,	and	3GPP	TS	24.380	and	include	
appropriate	changes	in	3GPP	TS	2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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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기술규격과 2 단계 아키텍처 기술규격은 완료된 상태이며, 

2015년 8월부터 시작한 호 제어 프로토콜 기술규격 작업 등 세

부 프로토콜 기술규격 작업이 2016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표준화 진행 중이다. <표 3>은 현재 표준화 진행 중인 MCPTT 

기술규격별로 남아 있는 주요 표준화 잔여 항목 현황이다.

나. eProSe/eD2D

eProSe와 eD2D는 기지국 영역 내/외에 있는 단말(UE)들에

게 단말 간 직접통신을 제공하여 MCPTT 등 공공안전 응용기

술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기술이다. 두 가지 기술 모두 단

말 간 직접통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eD2D는 무

선 구간의 PHY/MAC/RLC/PDCP/RRC 등 하위 계층의 프로

토콜을 의미하며, eProSe는 PHY/MAC/RLC/ PDCP/RRC 이

외에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그림 10. eProSe/eD2D 개념도 

Rel-12의 ProSe/D2D에서는 기지국 영역 내에서 단말 간 

discovery(상업용)와 1:N direct communication(공공안전용)

을 제공하고, 기지국 영역 밖에서는 1:N direct communica-

tion(공공안전용)만 제공 가능했다. Rel-13의 eProSe/eD2D로 

진화하면서 <그림 10>과 같이 기지국 영역 내/외에 있는 단말

(remote UE)이 기지국 영역 내에 있는 relay UE를 discovery 

하고 그 이후에 relay UE와 1:1 direct communication을 통해 

기지국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UE-to-NW relay)이 추가되었

으며, 또한 기지국 영역 밖에 단말들은 그룹멤버 discovery를 

통해 1:N direct communication뿐만 아니라 1:1 direct com-

munication 가능하게 되었다.

eProSe 표준화 진행 현황은 <표 4>와 같이 1 단계 요구사항 

기술규격과 2 단계 아키텍처 기술규격은 완료된 상태이며, 단

말과 ProSe Function 간 프로토콜 기술규격 작업 등 세부 프로

토콜 기술규격 작업이 2016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표준화 

진행 중이다. <표 5>는 표준화 진행 중인 eProSe 기술규격별 

남아 있는 주요 표준화 잔여 항목 현황이다. 

eD2D 표준화 진행 현황은 <표 6>과 같이 RAN1/RAN2 작업

반 담당인 PHY/MAC/RLC/ PDCP/RRC 프로토콜 기술규격과 

RAN3 작업반 담당 기술규격은 모두 완료되었다. 현재 남아 있

는 부분은 RAN4 작업반 담당인 RRM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기

술규격인 TS 36.133이며, 2016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표준

화 진행 중이다. <표 7>은 TS 36. 133에서 추가로 작업해야 할 

주요 표준화 잔여 항목 현황이다.

CT4

TS	29.228
29.229
29.328
29.329

1)		Stage	3	specifications	of	the	AAA-1	and	MCPTT-2	interfaces.	
Also	in	addition,	the	Stage	3	specification	of	the	CSC-13	interface	
is	required

CT6
TS	31.102(USIM)

31.103(ISIM)
1)	Specification	of	files	for	configuration	parameters	for	MCPTT

SA3
TS	33.179

TR	33.879

1)		MCPTT	requires	specification	of	a	method	for	performing	
authentication	of	the	MCPTT	user	to	the	MCPTT	Identity	
Management	Server	using	the	defined	authentication	framework.
2)		MCPTT	requires	specification	of	the	method	for	performing	
MCPTT	user	authorization	to	the	MCPTT	service.

3)		MCPTT	requires	security	consideration	of	how	MCPTT	signaling	
plane	connections	are	associated	with	MCPTT	application	identities.

4)		MCPTT	requires	specification	of	the	method	for	ensuring	the	
confidentiality	and	integrity	of	MCPTT	application	layer	signaling,	
including	identifiers.

SA4

TR	26.879

TS	26.179

26.346

1)	Speech	codec	selection
2)	The	related	media	handling
3)		TR	content	alignment	with	latest	agreements	with	latest	stage-2	
TS	23.179	from	SA6

표 4. eProSe 표준화 단계별 기술규격 표준화 진행 현황

표준화
단계 관련규격 주요내용 작업반 완료

여부
완료
일정

1	단계 TR	22.803 Feasibility	연구	기술

보고서

SA1 완료 -

TS	22.278 서비스	요구사항

2	단계 TR	23.713 아키텍처	및	메시지	

절차

SA2 완료 -

TS	23.303

2	단계 TS	33.303 eProSe용	security	

기술	규격

SA3 진행

중

‘16.3

3	단계 TS	23.122 Non-Access-

Stratum	(NAS)	기능

CT1 진행

중

‘16.3

TS	24.301 Non-Access-

Stratum	(NAS)	

프로토콜

TS	24.333 관리	객체

(Management	Object)

TS	24.334 단말과	ProSe	

Function	간	프로토콜

TS	23.003 Clarifications	of	

the	procedure	

and	signaling	

for	revocation	of	

discovery	filters

CT4

TS	23.008

TS	29.272

TS	29.344

TS	29.345

TS	31.102 eProSe	configuration	

on	USIM

C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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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OPS

IOPS는 기지국과 코어망(EPC)과의 연결 구간인 백홀(back-

haul)이 끊겼을 경우 기지국 단독으로 운영되어 MCPTT 등 

공공안전 응용서비스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기술이다.         

<그림 11>과 IOPS 동작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개의 UICC 내

에 2개의 USIM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표준화가 진행되었다. 첫 

표 5. eProSe 기술 규격 별 주요 표준화 잔여 항목 

WG 관련 규격 주요 표준화 잔여 항목

CT1

TS	24.333

(MO)

TS	24.334

(UE-ProSe	

Function	

프로토콜)	

TS	24.301	

(NAS	

프로토콜)

1)	Finalize	the	Remote	UE	Report	procedure
2)		Finalize	handling	of	ProSe	Per-Packet	Priority	
(PPPP)	

3)		Specify	stage	3	for	policy	and	session	binding	
for	ProSe	remote	UE	according	to	the	stage	2	
developed	by	SA2	

4)		Finalize	relay	discovery	and	relay	selection/
reselection	procedures	based	on	the	stage	2	
developed	by	SA2	

5)		Finalize	length	of	User	Info	parameter	and	
clarify	its	relationship	with	the	identity	of	the	
ProSe	one-to-one	direct	communication	user	
6)	Specify	direct	link	authentication	procedure	
based	on	the	stage	2	developed	by	SA3	

7)		Specify	use	of	security	contents	provisioned	
to	the	UE	for	relay	discovery	and	one-to-one	
direct	communication	based	on	the	stage	2	
developed	by	SA3	

8)		Specify	use	of	provisioned	radio	resources	
and	operation	in	limited	service	state	for	direct	
discovery	based	on	the	stage	2	developed	
by	SA2	

9)		Specify	UE-initiated	stop	discoverer/
discovered	operation	procedures	for	restricted	
discovery	model	B	based	on	the	stage	2	
developed	by	SA2

CT4

TS	23.003	

23.008	

29.272	

29.344	

29.345

1)		Pending	LS	from	CT4	to	SA2	about	the	
clarifications	of	the	procedure	and	signaling	for	
revocation	of	discovery	filters	2)	Alignment	with	
latest	stage	2	requirements	lately	introduced	in	
the	TS	23.303

CT6
TS	31.102

(USIM)

1)		Specification	of	a	file	to	store	the	eProSe	
configuration	parameters	

SA3 TS	33.303

1)		ProSe	one-to-one	direct	communications	
requires	the	specification	of	the	solution	(detailed	
in	TR	33.833)	that	has	been	accepted	as	
working	assumption	solution
2)		ProSe	UE-to-network	relays	requires	the	
specification	of	the	method	obtaining	the	root	
key	KD	for	the	security	context	between	remote	
UE	and	the	UE-to-network	relay.	There	is	a	
technically	approved	working	assumption	CR	
for	this	case,	but	one	more	meeting	will	be	
needed	for	final	approval	of	a	solution	

3)		ProSe	Public	Safety	Discovery	requires	a	few	
editor’s	notes	to	be	resolved.

표 6. eD2D 표준화 단계별 기술규격 표준화 진행 현황

표준화

단계
관련규격 주요내용 작업반

완료

여부

완료

일정

2	단계
TS	
36.300

아키텍처	및	메시지	절차 RAN2 완료 -

3	단계

TS	
36.201

물리계층	–	일반

RAN1 완료 -

TS	36.211 물리계층	-	채널	및	변조

TS	
36.212

물리계층	-		
다중화	및	채널	코딩

TS	
36.213

물리계층	-	절차

3	단계

TS	
36.321

MAC계층

RAN2 완료 -

TS	
36.322

RLC계층

TS	
36.323

PDCP계층

TS	
36.331

RRC계층

3	단계

TS	
36.413

기지국과	EPC	간	S1	
Application	Protocol	(S1AP)

RAN3 완료 -

TS	
36.423

기지국과	기지국	간	X2	
Application	Protocol	(X2AP)

3	단계
TS	
36.133

RRM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RAN4
진행	
중

‘16.3

표 7. eD2D TS 36.133 기술규격의 주요 표준화 잔여 항목

WG 관련 규격 주요 표준화 잔여 항목

RAN4

TS	36.133

(RRM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1)		Define	additional	RRM	core	requirements	

for	the	features	defined	in	Release	13.	

These	at	least	include	multicarrier	D2D	

support,	UE	to	network	relays,	out	of	

coverage	D2D	discovery	and	inter-

frequency	&	inter-PLMN	D2D	discovery	

transmission	and	reception.

그림 11. IOPS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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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USIM에는 정상동작 인증을 위한 credential 정보(인증

키, PLMN ID, IMSI)가 들어가고, 두 번째 USIM에는 IOPS 동

작 인증을 위한 credential 정보가 들어간다. 정상동작 중에는 

USIM1과 Macro EPC의 credential 정보를 이용하여 상호 인

증을 진행하며, 백홀이 유실되어 IOPS 동작을 수행할 경우에는 

USIM2와 local EPC의 credential 정보를 이용하여 상호 인증

을 진행하게 된다.

IOPS 표준화 진행 현황은 <표 8>과 같이 2 단계 표준화까지 모

두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는 USIM 관련 기술규격인 TS 31.102

를 IOPS 동작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진행 중이다. 이 업데이트

는 2016년 3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며, <표 9>는 TS 31. 102에

서 추가로 작업해야 할 주요 표준화 잔여 항목 현황이다.

라. MBMS_enh

eMBMS 기술은 넓은 지역에 방송 콘텐츠를 multicast 하기

에 적합한 기술이며, 그룹통신 콘텐츠를 전송하기에는 다소 비 

효율적인 기술이다. 즉, eMBMS에서는 MBMS zone을 광역

의 지역정보를 기반으로 정적으로 MBMS zone을 설정하기 때

문에 동적인 그룹통신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에는 다

소 무리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기술이 Rel-12의 

GCSE와 Rel-13의 MBMS_enh 기술이다. GCSE는 MCPTT 

server가 동일그룹에 속한 여러 단말들에게 multicast traffic

을 전송하기 위해서 MCPTT server와 BM-SC 구간에서 동

적으로 MBMS bearer를 설정하는 기술이며, MBMS_enh는 

MBMS zone을 설정할 때 지역 정보뿐만 아니라 셀 목록(Cell 

List)을 추가하여 보다 세분하여 MBMS zone을 설정이 가능하

게 되어 MCPTT 등 그룹통신 콘텐츠 전송에 적합하도록 진화

된 기술이다.

MBMS_enh 표준화 진행 현황은 <표 10>과 같이 3 단계 표준

화까지 모두 완료가 된 상태이다.

2. Rel-14 PS-LTE 주요 기술 별 표준화 현황

가. 응용서비스 기술의 요구사항 재정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Rel-13 표준화는 현재 마지막 단계

에 있으며, 2016년 3월에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Rel-14 주요 

PS-LTE 기술인 MCVideo와 MCData의 표준화는 아직 초기 

단계로 각 기술에 대한 잠정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기술보고서

가 2015년 12월에 각각 완료되었다. MCVideo 잠정 요구사항은 

TR 22.879로, MCData 잠정 요구사항은 TR 22.880으로 각각 

기술보고서로 발행되었다. 하지만 두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존 Rel-13의 MCPTT 요구사항(TS 22.179)과 중복되는 부분

이 많이 있고 또한 세 기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구사항을 

표	8.	IOPS	표준화	단계별	기술규격	표준화	진행	현황

표준화
단계

관련
규격

주요 내용 작업반
완료
여부

완료
일정

1	단계 TS	22.346 서비스	요구사항 SA1 완료 -

2	단계 TS	23.401 아키텍처	및	메시지	절차 SA2 완료 -

2	단계 TR	33.897 IOPS	security	기술보고서 SA3 완료 -

TS	33.401 Security	architecture

3	단계 TS	31.102 Local	EPC/HSS	대한	
identifier를	ME	통해	UICC	
에	전달하는	메커니즘

CT6 진행	
중

‘16.3

IOPS	동작을	위한	전용	
USIM을	확인하기	위한	

메카니즘

표	9.	IOPS	TS	31.102	기술규격의	주요	표준화	잔여	항목

WG 관련 규격 주요 표준화 잔여 항목

CT6 TS	

31.102(USIM)

1)		A	mechanism	to	transfer	a	suitable	identifier	

of	the	local	EPC/HSS	to	the	USIM	

2)		A	mechanism	to	identify	the	USIM	

application	dedicated	exclusively	for	IOPS

3)		Optionally	a	standardized	mechanism	to	

derive	keys	for	the	local	HSS	

표	10.	MBMS_enh	표준화	단계별	기술규격	표준화	진행	현황

표준화
단계

관련 규격 주요 내용 작업반
완료
여부

완료
일정

2	단계 TR	23.741
아키텍처	및	메시지	절차	

기술보고서
SA2 완료 -

2	단계

TS	23.246
MBMS	아키텍처	및	메시지	

절차	변경
SA2 완료 -

TS	23.468
GCSE	아키텍처	및	메시지	

절차	변경

3	단계

TS	29.274	
TS	23.008	
TS	29.230	
TS	29.061	
TS	29.468

MBMS	Cell	List	추가
CT4
CT3

완료 -

그림 12. MBMS_enh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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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필요가 있어, 현재 <그림 13>과 같이 요구사항을 재정비 

하여 총 4개의 Rel-14 요구사항 기술규격을 2016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나. MCVideo, MCData, MCPTT_R2

상기와 같이 요구사항 재정비가 끝나고 1단계 요구사항 기

술규격이 완료되는 2016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MCVideo, 

MCData, MCPTT_R의 2단계 아키텍처 기술규격과 3단계 프

로토콜 기술규격의 표준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 MCVideo, MCData 개념도

MCVideo와 MCData도 MCPTT처럼 On-Network 서비

스, Off-Network 서비스, UE-to-NW relay 서비스가 예상

되며, MCPTT에서 사용한 common service core의 대부분의 

elements를 재사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MCVideo의 경우는 2

단계와 3단계의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영상 특화된 기능의 추가 

2	 		MCPTT_R(realignment)은	Rel-13에서	완료하지	못한	기능과	Rel-
13에	없었던	추가	기능까지	포함하는	Rel-14	MCPTT를	의미함

및 보강이 예상되며, MCData의 경우는 데이터(문자, 이미지, 

파일 등) 특화된 기능의 추가 및 보강이 예상된다. MCPTT_R

의 경우는 Rel-13의 MCPTT에서 완료하지 못한 기능과 Rel-

14에서 일부 추가되는 기능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될 것이라 생

각한다.

Ⅲ. 결 론 

본 고서에서는 3GPP Rel-13의 PS-LTE 기술로서 MCPTT 

등 주요 5개 기술의 대한 표준화 현황과 Rel-14에서 다뤄질 

MCVideo, MCData, MCPTT_R 표준화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

다. Re-13의 MCPTT 등 주요 5개 PS-LTE 기술은 음성 중심

의 서비스로 기존 LMR(TETRA, P.25 등)에서 제공하는 기능

들을 광대역 패킷 통신인 LTE 기술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화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즉 이제까지 공공안전기관

의 숙원 요구사항이었던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

울러 Rel-14에서 추가 기능이 포함되어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더 나아가 MCVideo와 MCData가 표준화되어 실현될 경우 지

금까지 어떤 재난통신 기술도 제공하지 못했던 음성 및 융합 멀

티미디어 서비스로 향후 공공안전 통신망 진화에 커다란 초석

이 만들어 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사물인터넷, 공대지 통신, 

차량간 통신 등 많은 부분에 응용될 수 있도록 진화를 거듭하여 

감시, 안전, 응급, 구조 등 전 분야에 빠른 응용을 위한 진화를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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