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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TRS를 이용한 배전자동화통신망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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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digital TRS(Trunked Radio System) is an excellent 
alternative for the transmission medium for the DAS(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KEPCO(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made 
the power IT network with digital TRS system. The main function 
of the radio network is transmitt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for the 
DAS. KEPCO's digital TRS is based on TETRA standard. The 
digital TRS supports data communication for the electric power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in various ways.

1. 서    론
   배 자동화시스템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배 선로용 개폐기를 장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작하고 고장구간을 자동으로 찾아내며, 압・ 류 등 
선로 운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 력은 1994년부터 아날로그 TRS인 EDACS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령용 무선통신  배 자동화용 무선데이터통신
에 활용하여 왔으나 소방방재청이 주 하는 국가통합지휘무선통
신망 구축 계획에 의해  800MHz 역 주 수를 반납하기로 결정
됨에 따라 용 음성서비스는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활용
하게 되며 배 자동화, 신기동보수, 변압기감시 등의 무선데이터
서비스는 력IT용 디지털 TRS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게 되었다. 

2. 배전자동화통신망 개요

   배 자동화시스템에서는 주장치와 FRTU(Feeder Remote 
Terminal Unit)간의 통신에 DNP 3.0 로토콜을 용한다. DNP 
3.0 로토콜에서는 주장치(Master)가 원격소(Outstation)로 감시 
는 제어를 먼  요청하면 원격소에서 이에 해 응답 하는 방식으
로 통신망이 동작한다.
   DNP 3.0는 DNP User group에 의해 생산된 력 자동화용 
데이터 송 로토콜이다. 주로 직렬 통신 는 IP 통신을 이용
하며, 원격에 치한 컴퓨터와 로컬에 치한 컴퓨터간의 데이터 
 제어 명령어의 송에 한 규칙을 제공한다.

[그림 1] 배전자동화통신망의 구성

   배 자동화통신망은 주장치제어소(Operation Center)와 감시
제어 상인 원격소 사이를 모뎀으로 연장함으로써 배 자동화시스템
에서 추 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배 자동화시스템은 옥외에 
시설물이 시설되어 가혹한 자연환경에 노출되며 지형지세에 따라 최 화
된 경제  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므로 이블, 용회선, TRS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을 용하여 구축되어 왔다. TRS 방식은 물리  회선 구축이 
불필요하므로 경제 인 망 구축이 가능하며 유선 방식에 비해 유지․ 리가 
용이하므로 배 자동화통신망의 새로운 안으로 각 받아 왔다.

구분 매체 비용 신뢰도

방식 코어(2c) 高 高

용회선방식 Twisted pair(1p) 低 低

TRS방식 무선(400MHz 역) 低 高

3. 디지털 TRS 시스템 

  3.1 TETRA 개요
   TRS(Trunked Radio System)는 특정한 직무 수행을 해 조직 
내부에서 사용되는 무선통신서비스를 말하며 그룹통화, 1 다 지령
통신, 신속한 속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TRS는 력, 운송, 치안 분야에서 핵심 무선 통신망으로 활용되어 
왔다. 
  일반 으로 TRS에서 사용되는 호의 길이는 매우 짧아 트 킹을 
통한 확률 인 채  이용 효율 증 가 가능하다. 부분의 업무용 
무선통신시스템은 이러한 트 킹 기술을 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지역과 우리나라에서는 TR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트 킹 
기술을 사용하는 TRS에서는 이러한 통계  다 화 기법을 이용
하여 부여된 채 보다 많은 통화 그룹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TRS는 보이스, 데이터 등 트래픽 채 이 디지털 신호
로 송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디지털 TRS 표 으로는 재까지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가 유일하다. 
   TETRA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에서 생산한 TRS 표 이다. TETRA는 재까지 TRS
와 련하여 생산된 유일한 표 이다. TETRA 시스템은 다양한 
UHF 주 수 역을 활용하여 구축될 수 있다. 력IT용 디지털 
TRS는 380～400MHz 역을 이용하게 되며 유 역폭은 
25KHz이다. Uplink와 Downlink는 FDD 방식으로 구분하며 송수신 
신호간 간격은 10MHz이다.
 TETRA가 이용하는 변복조 방식은 π/4 shifted QPSK이다. π/4 
shifted QPSK는 TIA IS-54규격에 의해 TDMA에 권고된 변복조 
방식으로, QPSK를 매 포인트에서 π/4 천이(shift)시키는 변복조
방식을 사용하며 8포인트의 신호 을 가지며 역폭은 QPSK와 
동일하다.
 TETRA의 다 속방식은 1:4 TDMA이다. 음성 는 데이터
가 수용된 4개의 타임슬롯이 하나의 TDMA 임을 구성하며 
4개의 슬롯  하나는 제어채 로 사용된다. 

  3.2 TETRA 시스템 구성
   TETRA 시스템은 리피터 역할을 하는 TETRA 기지국, 기지국간을 
연결해 주는 교환기, 실제 통화의 주체가 되는 단말기(Mobile 
station)와 Third Party 애 리 이션 연동을 지원하는 TCS(TETRA 
Connectivity Sever)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2] TETRA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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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TRA 교환기는 기지국 는 교환기와 2Mbps의 E1 인터페
이스로 연결되어 TETRA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TETRA 교환
기는 1～2개의 캐비넷으로 구성되며 기지국 128개 사이트, Radio 
캐리어 256개, Radio 채  1024개를 수용할 수 있다.
   TETRA 기지국은 Air 인터페이스를 통해 단말기간의 통신을 
계하며 E1 인터페이스를 통해 교환기와 연결된다. TETRA 기
지국은 송수신기, 커 러, 컴바이  등으로 구성된다. 용된 시
스템의 경우 하나의 캐비넷에는 4개의 송수신기가 장착되며 최
 2캐비넷까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TCS(TETRA Connectivity Sever)는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을 제공하여 TETRA Third Party 애 리 이션이 TETRA 
시스템에 연동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3] TETRA Connectivity Sever

  3.3 TETRA 네트워크 
   TETRA 교환기는 TETRA 기지국과 ITU-T G.703/704 방
식의 2Mbps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을 하게 된다. 하나의 
64Kbps 타임슬롯은 8개의 8Kbps 서 슬롯으로 나 어진다. 4개의 
서 슬롯은 하나의 TDMA 임을 구성하며 나머지 32Kbps 

임은 LAPD 시그 링에 이용된다.

[그림 4] TETRA 시스템 네트워크

  3.4 데이터 통신 
   TETRA의 데이터 통신 방식은 크게 Statsus Messaging, 
SDS(Short Data Messages), IP Packet Data 등 3가지로 구분된다. 
500바이트 미만의 데이터 통신은 제어채 을 활용하는 Status 
Messaging이나 SDS를 이용하며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송하
기 해서는 IP Packet data 방식을 용하게 된다.
  3.4.1 Status Messaging
    Status Message는 TETRA 네트워크에서 미리 약된 메시지를 
송하는 데이터 통신방식이다. 제어채 (MCCH)을 경유하여 16
비트로 구성된 메시지 번호만을 송하면 사용자 단말에서 미리 
약된 메시지로 해석하게 된다.

  3.4.2 Short Data Messages
    SDS는 제어채 을 통해 송되는 짧은 텍스트 는 데이터 
메시지로, 메시지의 길이에 따라 Type1(16비트), Type2(32비트), 
Type3(64비트) 등으로 구분하며 개의 메시지 길이는 128바이트 
이내로 제한된다.  
  3.4.3 IP Packet Data
    IP 패킷 데이터는 단일 Slot을 경유하여 송되며 패킷의 크기가 
500바이트를 넘을 때 주로 이용하게 된다. 단말기측에서는 
TIA-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AT 커맨드를 
이용하여 Addressing을 제어한다. 

4. 전력IT용 디지털TRS 시스템 구성

  4.1 개요
   디지털 TRS 시스템에는 TRS 모뎀의 TIA-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FRTU(Feeder RTU)와  연결되며 주장치 측에서는 TETRA 
Gateway와 력IT연동서버를 경유하여 Ethernet 방식으로 
주장치와 연결된다. 

[그림 5] 전력IT용 디지털 TRS의 구성

  4.2 Protocol Convert 적용
   원격소에는 기존의 아날로그 TRS와 동일한 방식으로 디지털 
TRS 모뎀 1 가 설치되며, FRTU와 디지털 TRS 모뎀 사이에는 
TETRA PAD가 삽입되어 로토콜 변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6] 원격소측 결선

   이는 TETRA 무선망이 AT 커맨드를 이용하여 Addressing을 
제어함에 반해 배 자동화시스템은 TIA-232를 PHY로 사용하는 
DNP 3.0 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교환기에 도달한 데이터는 Ethernet 신호 형태로 처리된며 
SDS를 사용할 경우 TCS를 경유하게 된다. TETRA 교환국과 
주장치 사이에는 TETRA 게이트웨이와 력IT 연동서버가 삽입
되어 신호의 교환과 로토콜 변환을 담당한다. TETRA 게이트
웨이는 AT 커맨드로 링크 제어되는 직렬통신 데이터를 TCP/IP 
네트워크와 정합시켜 주며 력IT 연동서버는 배 자동화통신망,
신기동 배 보수 시스템, 변압기 감시 시스템 등이 사용하는 
다양한 로토콜들의 해석을 지원한다.

[그림 7] 교환기측 구성

5. 결    론

   TRS 방식은 회선 구성이 불필요하고 설치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배 자동화통신망 구축에 많은 이 (利點)이 있다. 하지만 트래픽 채 을 
데이터 통신 채 로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TRS 망으로는 간헐
(Bursty)한 특성을 배 자동화통신망을 지원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데이터 통신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제어 채 을 통해 지연 없는 
감시, 제어 신호 송이 가능한 디지털 TRS 방식의 도입으로 배 자동화
통신망의 보다 용이한 구축  유지 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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