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 소개

㈜타치온네트웍스



㈜타치온네트웍스
전문 무선통신 회사로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하여 품질 경영, 고객 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시대적

요구와 고객 맞춤형 무선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 기업으로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 : 회사의 모든 활동은 고객을 위한 발전 방향을 맞추고, 고객의 요구에 만족하는 제품을 제공하며,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객 회사의 든 활동은 객을 위한 발전 방향을 맞추 , 객의 구에 만족하는 제품을 제공하며, 객을 위해 가치를 창

출하고, 고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과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 사회적 책임과 국민을 위한 통신 산업의 발전과 인재 육성을 이끌어내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및 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합

니다니다. 

 경영 : 사람중심,  공동발전 이라는 기본원칙으로 고객, 직원, 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Customer)

최고 품질 기업 / 신뢰하는 기업 /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세계 일류 무선통신 혁신 기업 도약

사회 기여
(Community)

타치온 네트웍스VISION -

품질경영
(Management)



Digital Mobile Radio

 디지털 무전기는 2005년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 )에서 디지털 무전기

표준을 재정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무전기는 기존 주파수 보다 2배의 채널 용량을 가지고 있어 아날로그에서 1개의 주파수로 1개의 채널을 사용했다면 디지털 에서

는 1개 주파수로 2개의 채널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는 1개 주파수로 2개의 채널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무전기는 아날로그 무전기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여 개별 콜, 그룹 콜, 전체 콜,  문자메시지, GPS 데이터,  

무전기 제어 등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무전기 제어 등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IP네트워크 사용으로 중계기간 연동이 간편하게 이루어 지고 휴대용 및 차량용 단말기의 로밍기능 지원으로 통화권 확장 가능합니다.

 디지털 무전기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모드를 가지고 있는 무전기 이기 때문에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와 완벽하게 호환 할 수 있어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무전기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항공, 공공안전 , 군, 민간 사업자 등 모든 분야에서 보안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무전기를 사용하여 저

비용으로 고급 암호화(비화)를 사용 할 수 있어 보안성능이 크게 향상 되었습니다.



전파법 법제화 진행 현황
 주파수 효율성 및 무전기 사용 수의 증가에 따른 무전기의 수용 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의 디지털화 진행

 국내 무전기 시장은 디지털 무전기의 법제화로 노후 아날로그 무전기를 중심으로 디지털 무전기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소방본부 및 군 관공서 등은 이미 디지털 무전기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 기업 또한 디지털 무전기를 구매 소방본부 및 군, 관공서 등은 이미 디지털 무전기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 기업 또한 디지털 무전기를 구매

하여 향후 법제화에 대한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국내 법제화 과정으로 아래 정책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에서 디지털 무전기로 빠르게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디지털 무전기 법제화 내용

① 2011년 6월 : 방송통신 위원회 전파법 내 무선설비규칙 개정

- 디지털 무전기에 대한 한국 내 형식 등록 인증 실기 및 실제 사용 허가 가능토록 개정

② 2014년 1월 : 간이 주파수 대역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법제화

- 2014년 1월 부터 간이 무선국 까지 신고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법제화

③ 2016년 1월 1일 : 아날로그 무전기 신규 인증 중단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호) 

- 아날로그 무전기의 신규 적합인증을 중단 하여 아날로그 무전기의 신제품 출시를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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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9년 1월 1일 :아날로그 무전기 신고 및 허가 중단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호) 

- 기존 허가 받은 아날로그 단말기는 계속 사용 가능. 단, 증설은 불가함



Digital & Analog 차이점

구분 디지털 무전기 아날로그 무전기

주파수 400~470MHz, 136~174MHz 400~470MHz, 136~174MHz

송신출력 1~4W 1~4W

접속방식 TDMA (시간분할 다중 접속방식) & & FDMA 겸용 FDMA (주파수분할 다중 접속방식)

대역폭 12.5KHz /20KHz/25KHz (2Slot) 12.5KHz/KHz

채널 효과 2배의 주파수 분배효과로 대역폭당 2채널 운용 할 수 있음. 대역폭당 1채널

암호화 디지털 암호화 및 고급 암호화 비화도가 낮은 아날로그 암호

잡음 잡음 없음 신호강도에 따라 잡음 발생

로밍 가능 (중계기간 자동 접속 가능) 불가능밍 가능 (중계기간 자동 접속 가능) 불가능

음성전송 유형 개별 콜, 그룹 콜, 전체 콜 전체 콜

운영 중 가로채기(인터럽트) 가능 불가능

문자메시지 문자 메시지 작성 및 전송 가능(256자 전송) 불가능 (톤 주파수 형태의 작성된 문자 가능)

데이터 전송 가능 불가능

주변 음 청취 가능 불가능

무전기 확인 가능 불가능

무전기 Enable/Disable 관제 및 단말기 에서 손쉽게 가능 불가능무전기 Enable/Disable 관제 및 단말기 에서 손쉽게 가능 불가능

GPS 위치 확인 위치확인, 추적, 단말기간 거리 확인 불가능

무전기 체크 가능 불가능



특성:노이즈 억제



특성:2 Slot T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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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주파수 효율성 증대



디지털 휴대용 무전기

혁신적인 기능이 적용된

제품으로 디지털 경험을 풍부제품으로 디지털 경험을 풍부

하게 할 것 입니다.



무전기 장점

Single Frequency Full Duplex Call g q y
Repeater ModeFull Duplex Call

Micro SD card Bluetooth 4.0

Smart Battery RTC Clock



무전기 장점

1주파 단신

PD988
PD988은 전이중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전기 혹은 전화 사용시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Full Duplex Call (전 이중 통화)

Full Duplex Call

5KM

Slot 1

Repeater

IPPBX

fixed telephone

Full Duplex Call

Slot 1

1주파 단신 중계모드

하이테라 PD988 디지털 무전기는 간섭제거 기법을 사용하여

p
5kM 길면 통신이 안됨

DMO모드에서 하나의 슬롯은 신호를 수신하고 다른 하나의
슬롯으로 송신하여 동일한 주파수로 통신 거리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PD98X PD98X

Full Duplex Call



무전기 장점

PD988은 Bl h 4 0을 지원하며 이는 오디오

Bluetooth 4.0

RTC 기능은 시계 기능으로 고객에게 수신된 메시지의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통화 할 수 있습니다. 

RTC Clock

PD988은 Bluetooth 4.0을 지원하며 이는 오디오
전송뿐만 아니라 Bluetooth를 통한 프로그래밍도

지원을 합니다. 

Smart Battery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 및 충전 시간과 같은
배터리 상태를 보다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y

Micro SD card
PD988은 고객이 중요한 음성 통화 또는 데아터를 기록하고PD988은 고객이 중요한 음성 통화 또는 데아터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대 32G 메모리로 576시간의
디지털/아날로그 음성을 녹음 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중계기
DMR 표준으로 제작된 하이테라 디지털 휴대용 중계기 RD968은 소형 경량으로 이동이 자유로우며 사건, 사고 및 자연 재해로 인한 재난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신의 중계기 입니다. RD968은 견고하게 제작되어 IP67 방진 방수 및 MIL-STD 810 C,D,E,F,G인증을

획득한 제품입니다획득한 제품입니다.  

이더넷

26핀 액세서리 포트

안테나 포트

이더넷 포트

채널 Up

MIC/SP 포트

채널 Up

채널 Down

전원



중계기 외형

RD968 배터리 안테나 가방

스피커
마이크

배터리
거치대 220V 전원 어댑터

마이크



디지털 무전기 포트폴리오



지령대 소프트웨어
신뢰성, 안정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 공급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

음성 지령서비스

음성지령 위치정보 문자전송 음성녹음 비상통화

• 무전기의 GPS 모듈을 이용하여 모니터에서
위치 확인

 개별, 그룹통화기능
 비상통화, 전화접속

위치정보 서비스

주변음

GPS
위치정보

원격

음성통화

• 무전기의 PTT를 누르지 않고
원격에서 주변음 • 원격으로 무전기의 파라미터 변경 및

비상통화, 전화접속

부가서비스

주변음
청취

상태확인

프로
그램

위치추적 및

청취 수정
음성 지령서비스문자서비스

상태확인
위치추적 및
경로재생 • 무전기의 전원 on,off상태를 실시간 확인• 무전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및 지난 경로 재생



군 활용 통신망

사단 통합관제실
원격중계국

건물 외부

이동 기지국

주중계기지국/서버시스템 관제콘솔 S400
VPN 모뎀

건물 내부

코리니어 안테나

지령대1
(클라이언트)

지령대2
(클라이언트)

지령대3
(클라이언트)

지령대4
(클라이언트)

원격중계국

네트워크 VPN
전원부

KVM

서버 모니터

주 서버

예비 서버

연대

RD988 중계기지국

전원부

백업 배터리

예비 서버

게이트웨이 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VPN 서버

UPS

원격중계국

RD988 중계기지국

네트워크 VPN
전원부

백업 배터리

VPN + LTE Modem

RD968 이동 중계국

이동 중계국



BLUETOOTH Acc’y



BLUETOOTH Acc’y



CAR KIT Acc’y



다중통신 단말기

DMR VHFDMR VHF ++ LTE : PDC760 VLTE : PDC760 VDMR VHF DMR VHF + + LTE : PDC760 VLTE : PDC760 V
DMR UHF + LTE: PDC760 UDMR UHF + LTE: PDC760 U

TETRA TETRA 380Mhz + 380Mhz + LTE LTE : PTC760 : PTC760 FxFx
TETRA 800Mhz + LTE: PTC760 F5  TETRA 800Mhz + LTE: PTC760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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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통신 단말기
크기및무게

 139.5 x 68 x 25.3mm / 375g
소방

환경성능

 IP67
 MIL STD 810G + 1.2m 낙하시험S 8 0G . 낙하시험

 TX 출력: 1W/4W (DMR)    

1W/1.8W (TETRA)

군

주파수대역

 DMR: 136-174 or 350-527MHz 
철도TETRA: 350-470 or 806-870MHz

 LTE: 3GPP FDD: B1,B2,B3,B4,   

(B5) B7 B8 B28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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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B7,B8,B28

 WCDMA: B1/B8 경호



다중통신 단말기 액세서리

헤드형 카메라고속 충전기

MDM
(Networked Radio Manager)

비디오형 RSM멀티 충전기 스피커 마이크PTT 이어마이크 비디오형 RSMPTT 이어마이



주요실적



THANKSTHAN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