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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전기 기술과 표준화 현황
홍 영 삼

TTA 공공안전통신 PG 의장

Ⅰ. 서  론

과학기술정통부의 정책에 의하여 아날로그 무전기는 디

지털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 주된 요인은 사용가능한 주
파수 채널이 이미 포화되어 주파수 채널의 효율이 은 디지

털 무전기 사용이 필수적인 것이다.
디지털 무전기의 기본 개념은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디지

털 데이터로 바꾸고, 이를 주파수나 위상변이 변조를 이용
하며, 이를 VHF, UHF 또는 700/800 MHz 대역과 같은 반송
파에 실어 전송한다. 음성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부분에
보코더가 사용되며, 일정한 길이의 음성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보코더로는 P25, DMR, 
dPMR에서는 AMBE+2를, TETRA에서는 ACELP를 사용한
다. 아울러 디지털 데이터 전송과 수신 시 오류정정 기능이
사용되어 무선에서 발생하는 오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어

서 비교적 언제나 깨끗하고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국내의 공공안전통신에서 현재 TETRA와 DMR 무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 DMR 무전기는 최근 소방에서 아날로
그에서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DMR 무전기의 기술과 표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DMR 디지털 무전기 표준

DMR(Digital Mobile Radio)은 업무용 무전기를 위하여

ETSI에 의하여 표준화되었으며, 주요 표준 문서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ETSI TR 102 398 DMR 일반시스템설계(General System 

Design) 
2006년 5월에처음으로발행되었으며, 최신버전은 2013
년 1월에 갱신된 V1.3.1임.
․ETSI TS 102 361-1 DMR 무선 접속 프로토콜(Air Inter-

face protocol) 
2005년 4월에 처음으로 발행되었으며, 최신 버전은

2017년 10월에 갱신된 V2.5.1임.
․ETSI TS 102 361-2 DMR 음성과 일반 서비스(voice and 

generic services)
2005년 4월에 처음으로 발행되었으며, 최신 버전은 이
후 2017년 10월에 갱신된 V2.4.1임.
․ETSI TS 102 361-3 DMR 데이터 프로토콜(data pro-

tocol)
2006년 1월에처음으로발행되었으며, 최신버전은 2017
년 10월에 갱신된 V1.3.1임.
․ETSI TS 102 361-4 DMR 트렁킹 프로토콜(trunking pro-

tocol)
2006년 1월에처음으로발행되었으며, 최신버전은 2018
년 4월에 갱신된 V1.9.2임.

ETSI ERM TGDMR은 현재 다음과 같이 추가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TSI TR 102 398 DMR 일반 시스템 설계

2018년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TS 102 361-4의 최근
의 버전과 맞추기 위한 개정

․ETSI TS 102 361-4 DMR 트렁킹 프로토콜
2019년 8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개정

Ⅲ. DMR 디지털 무전기 기술

DMR 이전의 아날로그 시스템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
점을 갖는다:

3-1 6.25 kHz 급의 채널 대역폭

DMR은 12.5 kHz 채널에서 동시에 두 개의 독립적인 통
화를 지원한다. 이는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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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얻는다. TDMA DMR 12.5 kHz 채널 대역폭을
두 개의 타임슬롯 A와 B로 나누어 유지한다.
각 통신경로는 12.5 kHz 대역폭에서 1/2의 시간 동안에

활성화되며, 각각은 6.25 kHz의 대역폭을 갖는 셈이다. 그리
고 DMR에서 채널들은 아날로그에서 12.5 kHz 신호와 동일
한 프로파일을 갖는다. 그래서 채널의 용량을 두 배로 바로
늘리면서, 아날로그 채널에서 디지털 채널로의 이전이 매우
용이하다.
이러한 TDMA 방식은 이미 TETRA, GSM, P25 Phase 2 등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3-2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과의 주파수 호환성

할당 받은 주파수에서 자신의 아날로그 무전기들 또는

타 기관의 아날로그 무전기 시스템과 주파수 배치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3-3 늘어난 밧데리 동작 시간과 향상된 전력 효율성

밧데리 수명을 최대로 하는 것은 무전기에 있어서 재충

전 없이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단
일 통화가 두 개의 TDMA 슬롯 중에 하나만 이용하는 것은
송신기 용량의 절반만이 필요한 것이며, 나머지 시간 동안
에는 idle에 있게 된다. 통상적인 듀티 사이클이 5 % 송신, 
5 % 수신 그리고 90 % 대기인데, 여기서 송신 시간이 무전
기 밧데리의 소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두 개
의 TDMA 슬롯에서 실제적인 송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날로그 무전기에 비하여 약 40 %의 향상이 가능해진다. 

(일부 제조사에서 발표한 제품 설명에 의하면 아날로그
모드에서 9시간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무전기가 DMR 
디지털 모드에서 13시간 정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DMR 디
지털 무전기는 밧데리 수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면과 전

력 관리 기술이 또한 포함될 수 있다.
많은 요인들이 각 단말기의 전원 소모에 영향을 미치는

데, 널리 알려진 DMR과 FDMA 디지털 무전기 데이터에 의
하면 TDMA의 사용이 FDMA의 모델에 비하여 19～34 % 정
도 밧데리 용량이 적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융통성만이 아니라, 친환경
적이라는 이점도 있다.

3-4 향상된 제어 기능

DMR 표준은 두 번째 타임슬롯을 역방향 채널 신호로 사
용할 수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채널에서 통화 중일 때 두 번
째 타임슬롯 채널로 명령을 보낼 수 있게 한다. 이를 이용하
면 우선적인 호 제어, 송신 중인 무전기의 원격 제어, 또는
비상 호 선취, 그리고 무전기 시스템 운영자에게 정밀한 제
어와 융통성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에 비해, FDMA 시스템
에서는 하나의 스펙트럼 채널마다 하나의 통화로 제한되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

3-5 우수한 오디오 성능

DMR 디지털 기술은 아날로그보다 더 멀리, 특히 통달거
리의 가장자리에서 보다 나은 잡음 억제 성능을 제공한다. 
이는 표준 개발시에 FEC(Forward Error Correction)와 CRC 
(Cyclic Redundancy Check) 코더 선택에서 충분한 노력이 이
루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코드들은 수신 무전기가 송신 에
러들을 감지하여 그 에러의 비트들을 분석해 자동으로 교

정할 수 있다. DMR 표준은 14개 이상의 코더들을 정의하여
각기 다른 종류의 트래픽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한다. 코더
의 사용과 다른 기술을 통하여 디지털 처리는 잡음을 제거

하고, 손상된 송신으로부터 신호들을 복구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는 보다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무전기 통화
권을 확대할 수 있다.

Ⅳ. DMR 디지털 무전기 산업 동향

MarketsandMarkets사의 조사에 따르면 [그림 1]에서와 같
이 세계 LMR(Land Mobile Radio)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으로 9조6백억 원에서 2017년 11조8천4백억 원 규모로 예측
되며, 연평균 성장률 14.3 %씩 성장하여 2022년에 23조 원
규모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도
매년 14.3 %씩성장을예상하면, 2017년에 627억원에서 2022
년에는 1,22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공공
분야의 무전기 시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속히 전환

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감안하면 국내 디지털 무전기 수
요는 [그림 1]의 예측 규모보다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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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디지털 무전기 시장

4-1 DMR IOP 인증

DMR IOP 인증은 DMR 협회(Association)가 담당하며, 현
재까지 다음과같은 17개의제조사가 DMR IOP 인증에참여
하고 있는데, 이중 모토로라솔루션, Excera, Hytera, Kenwood, 
Kirisun, Leonardo, RadioActivity, Tait, ZTE 등이 활발하게
Tier 2와 Tier 3(트렁킹)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Aselsan
․EMC
․Excera
․Fylde Micro
․Harris
․Hytera
․Kenwood
․Kirisun
․Leonardo
․Motorola Solutions
․RadioActivity
․Selex
․Sepura
․Simoco
․Tait
․Vertex Standard
․ZTE

현재 다음과 같은 국내 제조업체들로 DMR IOP 인증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영 쎌레트라

․연화 엠텍

․윈어텍

․유니모테크놀로지

․이테크

대체적인 DMR 무전기의 출력은 다음과 같다:
․휴대용 무전기

VHF 1～5 W, UHF 1～4 W, 800 MHz 1～2.5 W
․차량용 무전기

VHF 1～45 W, UHF 1～40 W, 800 MHz 10～35 W

Ⅴ. TTA에서의 DMR 디지털 무전기 표준화

국내에서는 DMR 디지털 무전기 표준화를 TTA 정보통신
표준화 위원회 산하 PG902(공공안전통신)에서 다루고 있으
며, 2013년 12월에 유럽 ETSI의 DMR 무선접속 및 데이터
프로토콜 규격과 음성서비스 규격을 인용하여 TTA 국내 표
준으로 채택하였다.
․ETSI TR 102 398 DMR 일반시스템설계(General System 

Design) 
․ETSI TS 102 361-1 DMR 무선 접속 프로토콜(Air Inter-

face protocol) 
․ETSI TS 102 361-2 DMR 음성과 일반 서비스(voice and 

generic services)
․ETSI TS 102 361-3 DMR 데이터 프로토콜(data protocol)

그리고 2018년에는 ETSI DMR 표준에 정의되지 않은

Tier 2 송신 가로채기와 Tier 2 단말기 위치 보고에 대하여
5-1과 5-2절과 같이 TTA DMR 표준초안을 개발하고 있으
며, 연내 채택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DMR 암호
화에 대하여도 ETSI DMR 표준과 DMR 협회 문서을 인용하
여 정리한 표준초안을 5-3절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5-1 Tier 2 송신 가로채기

이 표준은 DMR Tier 2에서 통신 중에 역방향 채널 송신
으로 송신 중인 무전기에 수신 중인 무전기가 송신 가로채

기를 요구하는 기능에 대한 것이다.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9卷 第6號 2018年 11月

43

[그림 3] 중계기 모드에서의 송신 임베디드 역방항 채널 버스

트의 형태 [그림 5] 하향 중계모드 역방향 채널 슬롯 구조

[그림 4] 상향 중계모드 역방향 채널 슬롯 구조

[그림 2] 무전기 송신 역방향 채널 버스트의 형태

직접 모드 및 중계기 모드 모두를 위한 MS(무전기) 발신
역방향 채널 메시지는 5 ms의 동기 정보와 5 ms의 EMB(임
베디드) 필드와 페이로드를 전달하는 10 ms의 버스트이다. 
[그림 2]는 이 버스트의 형태를 나타낸다.
중계기 모드에서 하향 역방향 채널 정보는 5 ms의 EMB 

필드와 페이로드로 구성된다. 이는 데이터 동기를 대체하거
나 음성을 내장한다. [그림 3]은 임베디드 역방향 채널 버스
트의 형태를 나타낸다.
단축된 10 ms 무전기 발신 버스트가 쓰이는 이유는 무전

기가 역방향 채널 메시지의 누락 없이 한 슬롯의 송신에서

다른 슬롯으로의 수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

다. 전체 30 ms 버스트가 송신되면 송신 무전기는 이 버스
트의 상당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있게 된다. 5 ms 중계기 하
향 버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도 또한 음성 또는 데이터 버스

트에 임베디드 되어 다른 버스트의 페이로드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5-1-1 중계기 모드

중계기 모드에서는 슬롯 1에서 송신 중인 무전기로 향하
는 역방향 채널 상향 메시지는 슬롯 2에서 전송된다. 다른
무전기가 슬롯 2에서 송신 중이라면 이 메시지가 중계된다
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형태의 막연한 방식은 실제 운영은
열악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역방향 채널 메시지가 항상 작동
할 것을 요구하는 사용 사례의 경우, 제1슬롯은 음성 및 데
이터용으로 사용하고, 제2슬롯은 역방향 채널 전용으로 사
용할 것이 제안된다. 즉, 이 시나리오에서는 무전기가 제2슬
롯을 음성 및 데이터용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림 4]는 상
향 중계모드 역방향 채널 슬롯 구조를, [그림 5]는 하향 중
계모드 역방향 채널 슬롯 구조를 나타낸다.

5-1-2 직접 모드

ETSI DMR은 2가지 유형의 직접 모드를 지원한다. 첫 번
째의 경우는 주파수에서 1개의 슬롯만 사용하는데 직접 모
드라고 한다. 두 번째 경우는 두 슬롯(두 개의 독립적인 송
신)을 지원할 수 있는데, TDMA 직접 모드라고 한다. TDMA 
직접 모드에서는 앞서 논한 중계기 불확실성 문제가 중계기

모드와 유사하게 적용된다. 역방향 채널 메시지가 항상 통
과해야 하는 경우, 직접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즉, 이
시나리오의 경우, TDMA 직접 모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
림 6]은 슬롯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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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내용

00002 1단계씩 출력 증가

00012 1단계씩 출력 감소

00102 출력을 최고로 설정

00112 출력을 최저로 설정

01002 송신 중단 명령

01012 송신 중단 요청

<표 2> 출력 및 송신 제어를 위한 RC 명령

[그림 6] 직접 모드 역방향 채널 슬롯 구조

정보 요소 길이 비고

RC 정보
페이로드

4
데이터 정보 요소는 ETSI TS 102 361-4
에 정의된 바와 같음

RC 정보
CRC

7 ETSI TS 102 361-1 B.3.13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7 비트의 CRC가 사용됨

RC
패리티

21 역방향 채널 단일 버스트 BPTC FEC 
(ETSI TS 102 361-1 B.2.2.2절)

<표 1> 역방향 채널 PDU 내용

5-1-3 RC 페이로드 명령

역방향 채널 PDU는 <표 1>과 같이 4비트 페이로드로 구
성되고, 나머지는 CRC 또는 FEC이다. 이 4비트 페이로드 중 
송신 중단을 위하여 <표 2>에서와 같이 두 가지 명령, 01002

과 01012이 Tier 2 솔루션에 대한 송신 가로채기에 사용된다. 
이 규격은 원래 Tier 3 트렁킹에 대한 것이지만, 이 표준에
서는 이를 Tier 2에도 확장시킨 것이다.

5-1-4 음성 가로채기

‘송신 중단 요청’이 사용되는 음성 가로채기에서, 이를
요청하는 무전기는 진행 중인 통화의 참가 중인 무전기들

중의 하나이다. 이 기능은 다른 사용자가 송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송신 중인 무전기가 송신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반드시 가로채기를 받아야 할 필

요는 없다. 예를 들어 감독자의 무전기가 부하직원의 무전
기에 의해 가로채기 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이 경
우, 송신 중단 요청(Cease Transmission Request)이 전송된다. 
무전기가 가로채기를 받아들이도록 구성되었다면 송신은

중단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송신은 계속된다.

5-1-5 비상 가로채기

‘송신 중단 명령’이 사용되는 비상 가로채기에서 이를 요
청하는 무전기는 진행 중인 통화의 참가 중인 무전기가 아

니다. 이 기능은 비상 통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송신 무전기
가 진행 중인 통화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한다. 이 경우, 비
상 통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어떤 무전기라도 송신을 중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경우, 송신 종료 명령(Cease Trans-
mission Command)가전송되며, 송신무전기는가로채기허용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 명령에 따르도록 정의된다.

5-1-6 가로채기 송신과 재시도 방법

음성통화를 가로채기하고자 하는 무전기는 중계 모드와

직접 모드 양쪽에서 최소한 한 번 10 ms 역방향 채널 가로
채기 요청을 송신하고 수신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가로채기 요청을 송신한 후에 수신 모드 동안, 무전기는

600 ms 타이머를 설정한다. 무전기가 타이머가 종료되기 전
에 음성 종료(Voice Terminator with LC) 버스트를 수신하면, 
해당송신 가로채기요청은성공한것이며, 가로채기를 시도
한 무전기는 송신을 개시한다. 타이머 종료 전에 음성 종료
(Voice Terminator with LC) 버스트를 수신하지 못하면, 송신
가로채기 요청은 실패한 것이며, 가로채기 요청을 다시 보
낼 수 있다. 재시도는 원래의 요청과 같은 방법으로 보낸다.

5-2 Tier 2 단말기 위치 보고

다음과 같은 단말기 위치 보고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응답형 보고 - 위치 정보 소스는 어떠한 요청도 없이
사전 프로그래밍에 의해 정의된 대로 위치 보고를 전

송한다.
․즉시 보고 - 위치 정보 요청자는 위치 정보 소스 또는
위치 서버로부터 위치 보고를 요청하고, 소스 또는 위
치 서버는 단일의 보고를 “즉시” 전송한다.
․트리거 된 보고 - 위치 정보 요청자는 정보 소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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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무전기의 사전 프로그램에 의한 보고 송신

주: 사전 프로그래밍된 무전기는 LONG LOCATION 
REPORT PDU도 전송할 수 있다.

항목 정보 길이 비고

PDU 형태 2

필수

시간 경과 2
경도 25
위도 24

위치 오류 3
수평 속도 7
이동 방향 4

추가 데이터 종류 1
송신 사유 8

선택
사용자 정의 데이트 8

<표 3> Short Location Report PDU 내용

위치 서버로 트리거 정의를 전송하고, 소스 또는 위치
서버는 정의된 트리거에 의해 호출된 대로 위치 정보

를 전송한다.

5-2-1 정보 흐름

트리거 이벤트는 다른 소스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어떤
이벤트는 서빙 셀의 변경 또는 통신 손실 같은 통신 장치로

부터 비롯될 수 있다. 어떤 이벤트는 상태 값을 입력하는 것
같은 사용자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다. 어떤 이벤트는 프로
토콜 개체 또는 최대 보고 거리 같은 위치 결정 장치에서

생성될 수 있다. 어떤 이벤트는 최대 보고 간격 같이 LIP 개
체 내부의 타이머를 기반으로 한다. 이 문서는 프로토콜에
있는 것으로 인한 인스턴스 및 동작을 식별하지만, 트리거
정보 수집과 프로토콜 개체로의 전송은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정보 흐름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5-2-2 사전 프로그래밍에 따른 MS 전송 보고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전기는 사전 프로그래밍
으로 정의된 대로 위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비응답형 보고

를 지원할 수 있다.

5-2-3 무전기에서 비응답형 보고

무전기는 [그림 7]의 작업 101에 기술된 대로 다른 개체
의요청 없이 SHORT LOCATION REPORT PDU 또는 LONG 
LOCATION REPORT PDU로 위치 보고를 보내도록 프로그
래밍할수있다. 무전기는필요에따라보고수신의확인응답
을요청할수있고, 작업(102)에나타난바와같이 LOCATION 
REPORT ACKNOWLEDGEMENT PDU을 돌려받을 수 있
다.

5-2-4 위치 정보 데이터 형태

위치 정보는 DMR의 데이터 버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며, 
두 개의 기본적인 위치 보고 형태를 정의하였다:
․Short Location Report 형식
․Location Location Report 형식

Short Location Report(짧은 위치 보고) PDU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Long Location Report(긴 위치 보고) PDU의 구성은 <표 4>

와 같다.

5-2-5 PDU 정보 항목의 상세 내용

DMR Tier 2 단말기가 GPS 위성 정보에 근거하여 계산한
단말기의 다음과 같은 위치 정보를 ETSI TS 100 392-18-1 
Location Information Protocol의 Location information protocol 
PDU 형식과 내용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시각

․경도

․위도

․속도

․이동 방향

․송신 이유

․사용자 정의 데이터

․확인

․추가 데이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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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보 길이(비트) 비고

PDU 형태 2

필수

PDU 형태 확장 4
시각 데이터 가변

위치 데이터 가변

속도 데이터 가변

확인 요청 1
추가 데이터의 형태 1

송신 사유 8
조건

사용자 정의 데이터 8
사용자 정의 데이터 확장 가변

선택

위치 메시지 참고 8
결과 코드 8

단문 데이터 값 16
상태 데이터 값 16

단말기 또는 위치 정보 가변

백로그 정보 존재 10

<표 4> Long Location Report PDU 내용

[그림 8] LC와 PI 헤더를 포함한 음성 전송 개시

․위치 정보 참조

․결과 코드

․등

5-3 DMR 암호화

DMR 암호화는 음성과 데이터의 암호화를 모두 다루는
데, 무선 구간에 전송되는 암호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알고리즘 ID(3 비트, 4개가 정의됨)
․키 ID(8 비트, 255개 지원됨)
․초기화 벡터(32 비트)
이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무선구간에 걸쳐 전송되는 것은

음성과 데이터가 상이하다. 음성과 데이터 솔루션의 자세한
부분을 아래에 기술한다. DMR 협회의 암호화 솔루션에 현
재 정의된 암호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으나, 
이 표준에서는 AES256만이 선택되었다.
․ARC4(40 bit key)
․DES(64 bit key)
․AES128(128 bit key)
․AES256(256 bit key)

키 ID는 사전 프로그래밍 된 키를 나타내기 위해 구성된
다. 실제 키는 무선으로 전송되지 않고 사전 프로그래밍된
식별자를 통해서만 전송되며, 최대 255개의 키가 지원된다.
초기화 벡터(IV)는 동일한 평문 메시지를 여러 번 암호화

하면 암호화된 메시지가 매번 서로 달라지는 랜덤마이저 역

할을 하므로 중요하다. 따라서 데이터 반복이 방지되고, 해
커가 패턴을 찾기 어려워지므로 궁극적으로 알고리즘을 파

괴하기 어려워진다.

5-3-1 음성 암호화

ETSI TS 102 361-1은 무선 암호화 시그널링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이는 프라이버시 지시자(PI) 헤더를 식별
하는 [그림 8]과 <표 5>에 설명되어 있다.
컨벤셔널 시스템의 경우, [그림 8]에 설명된 것처럼 음성

LC 헤더가 전송되고, PI 헤더는 음성 전송이 시작될 때 전
송될 수 있다. 이 경우, 음성 LC 헤더는 PI 헤더 앞에 와야
한다.
평문 음성 전송에서, 음성 헤더를 누락시키면 통화로 후

발 진입이 가능하다. 이는 음성 헤더 정보를 음성 버스트
B～E의 임베디드 신호로 전달함으로써 지원된다. 후발 진
입 기능은 DMR 협회 솔루션에 의하여 암호화된 음성 통화
에도 지원된다. 이에는 두 개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Key ID
와 알고리즘 ID를, 다른 방법은 IV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5-3-1-1 음성 통화 후발 진입을 지원하는 키 ID와 알고리즘 

ID 시그널링

키 ID와 알고리즘 ID 정보를 보내기 위해 음성 버스트 F
에서 임베디드 시그널링이 이용된다. [그림 9]는 임베디드
시그널링을 갖는 음성 버스트를 나타낸다.
암호화 파라메터와하나의 CRC가 비 역방향채널 임베디

스시그널링에 의해하나의버스트로전송되기때문에, EMB 
필드에서 PI 비트와 LCSS 비트는 각각 02과 002으로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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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형 목적 페이로드 FEC
PI 헤더, 주 참조 독립형 버스트의 Privacy Indicator 정보 BPTC(196,96)
음성 LC 헤더 음성 전송의 시작을 나타내며, 주소 지정 정보를 전달한다. BPTC(196,96)

LC 포함 종료자 음성 전송의 종료를 나타내며, LC 정보를 전달한다. BPTC(196,96)
CSBK 제어 블록을 전달한다. BPTC(196,96)

MBC 헤더 다중 블록 제어용 헤더 BPTC(196,96)
MBC 연속화 다중 블록 제어용 계승 블록 BPTC(196,96)
데이터 헤더 패킷 데이터 블록의 주소 지정 및 번호 전달 BPTC(196,96)

Rate ½ Data Continuation ½ 속도 패킷 데이터용 페이로드 BPTC(196,96)
Rate ¾ Data Continuation ¾ 속도 패킷 데이터용 페이로드 Rate ¾ Trellis

유휴 전송할 정보가 없을 때 채널을 채운다. BPTC(196,96)
Unified Single Block Data 단일 블록에서 제어 및/또는 데이터 페이로드를 전송한다. BPTC(196,96)

주: 이 정보 요소는 본 문서에서 정의되지 않으며, 추후 사용을 위해 예약된다.

<표 5> 데이터 유형 정보 요소 정의

정보 요소 길이 값 비고

LC 
시작/종료 2

002
하나의 단편 LC 또는 첫 단편

CSBK 시그널링. 주 참조

012 LC 시그널링의 첫 단편

102
LC의 마지막 단편 또는 CSBK 

시그널링

112
LC의 연속 단편 또는 CSBK 

시그널링

주: CACH 시그널링으로 정의된 LC의 하나의 단편은 없다.

<표 7> LC 시작/종료 (LCSS)

[그림 9] 임베디스 시그널링을 갖는 음성 버스트

정보 요소 길이 값 비고

선취와

출력 제어

표시자

1

02

임베디드 시그널링이 동일한 논

리 채널이나 NULL 임베디드메
시지(주 참조)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주 참조).

12

임베디드 시그널링은 다른 논리

채널과 관련된 RC 정보를 전달
한다(주 참조).

주: 이는정렬된타이밍을나타내며, 오프셋채널타이밍의경우
는 PI=0과 PI=1 모두가 동일 논리 채널을 나타낸다.

<표 6> PI(프라이버시 표시자)

다. 이는 <표 6>, <표 7>과 같다.
임베디드시그널링의 32 비트는 키 ID, 알고리즘 ID, CRC 

및 FEC로 구성된다. <표 8>은 일반적 솔루션을 나타낸다.

5-3-2 데이터 암호화

음성 전송과 달리 데이터 전송은 후발 진입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송을 시작할 때 암호화 매개변수를 전달
하는 메커니즘만 필요하다. 이는 두 번째(Proprietary) 데이터
헤더를 통해 수행된다.

[그림 10]은 2개의 데이터 헤더가 필요한 2개의 단말기
간의 단일 슬롯 상향 데이터 전송 교환을 나타낸다.

5-3-2-1 Proprietary 데이터 헤더

A proprietary 데이터 패킷은 모든 데이터 헤더 블록을 첫
번째 헤더 블록으로 사용한다. 두 번째 헤더 블록도 있다. 

두 번째 헤더 블록의 존재는 첫 번째 헤더의 서비스 접속점

(SAP) 정보 요소의 특정 값(=9)으로 표시된다. 두 번째 헤더
블록의 구조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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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소 길이

키 ID 8
알고리즘 ID 3
CRC와 FEC 21

<표 8> 음성 암호화 임베디드 시그널링의 예

[그림 10] 이중 헤더 데이터 타이밍

[그림 11] Proprietary 패킷의 두 번째 헤더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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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8월: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1984년 7월～2018년 9월: 모토로라솔루션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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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신 표준화, 통화권 설계/검증

5-4 향후 표준화 추진 계획

향후 ETSI TS 102 361-4 DMR 트렁킹 프로토콜 규격을
인용하여 TTA 국내표준으로 채택할 예정이며, DMR과 PS- 
LTE를 사용하는 복합단말기의 사용 수요의 예측에 따라 이
에 대한 표준화 또한 검토될 예정이다.

Ⅵ. 결론 및 향후 고려사항

디지털 무전기 기술은 미션크리티컬 LTE가 제공할 수 없
는 단말기간 직접통신, 단독 기지국 운영, 고출력 단말기와
같은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공공안전통신이 더
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통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VHF, UHF 및 800 MHz 
대역에서 DMR Tier 3 트렁깅 디지털 무전기 이용을 허용하
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 활용 정책과
방향이 새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에 부응하는 무선설비 기

준에 대한 법령이 신속히 정비되어야 한다. 이로써 공공안
전통신이 아날로그 통신에서 디지털 통신으로의 변환이 더

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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