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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본 단체표준은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치의 상호 연동
과 이들 간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및 동작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
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를 구성하는 요소장치의 상호운용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본 표준은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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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문
1. 제정목적
본 표준은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내에서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
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관련 정보를 e-Call센터로 전송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차내 기본
장착형(FPI) 또는 After Market(이하 AM)용 단말기가 실제 구축된 e-Call센터와 연동하는
동작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절차와 평가기준을 기술하는데 목적이 있
다.
또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와 관련된 단말기 상호운용성에 대한 시험·평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에서 개발되는 차내 기본 장착형(FPI) 또는 AM용 단말기 동작의 무
결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며 향후 e-Call 시스템의 시험인증에도 활용될 수 있다.

2. 적용범위
본 표준은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내에서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
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관련 정보를 e-Call센터로 전송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차내 기본
장착형(FPI) 또는 AM용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다.

2.1. 표준의 구성

본 표준의 내용은 e-Call 단말기와 e-Call센터 간의 상호운용성 시험개요 및 상호운용성 시
험에서 검증하는 시험 요구사항으로 구성된다.
2.1.1. e-Call 단말기 상호운용성 시험개요

상호운용성 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과 e-Call 단말기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상호
운용성 시험진행 시 요구하는 시험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2.1.2. 상호운용성 시험

상호운용성 시험에서 평가하는 다음 시험범주의 시험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기술한다.
a) 성능(KPI) 시험 요구사항
b) 음성통화 시험 요구사항
c) GNSS 성능시험 요구사항
d)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험 요구사항
e) 자체검증(Self-test) 시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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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기타

3. 정의
a) e-Call 단말(AECD, Accident Emergency Call Devices) : e-Call 단말은 다음의 기능을
지원하는 장치 또는 장치들의 집합으로 정의
- 다양한 센서로부터 사고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수동 버튼 등에 의한 수동 e-Call 서비스 개시 신호를 수신
-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고 발생여부를 판단
- GNSS 신호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계산
- e-Call 센터로 최소 사고 정보를 전송
- e-Call 센터의 운영요원과 음성 통화 기능을 제공
b) e-Call 센터(e-Call Center) : e-Call 단말로부터 수신한 최소 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사고
발생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구조 기관에 구조 요청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c) e-Call 시스템 : e-Call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의 집합으로 e-Call 단말과
e-Call 센터를 포함
d) 최소 사고 정보(MSD, Minimum Set of Data) : 사고 발생시 e-Call 단말이 e-Call 센터로
전송하는 정보로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및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
e) 차량 센서(Vehicle Sensor)

：

차량에 장착된 충돌 센서, 에어백 전개 센서, 가속도 센서

등으로 사고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f) 외장 센서(External Sensor) ： 차량 센서 이외에 e-Call 단말이 사고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로, AM용 e-Call 단말에 장착 또는 연결된 가속도 센서 등이 이에 해당
g) 구조 기관(Emergency Authority) : 소방 및 경찰 등 실제 사고 처리를 진행하는 기관
h) 사고 판단 : 차량 센서 또는 외장 센서 및 SOS button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최소 사고 정보
전송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i) 이동통신망(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 : e-Call 단말에서 생성된 최소 사고 정
보(MSD)를 e-Call 센터로 전송하기 위한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서비스 커버리지
를 제공하는 무선 통신망
j) 음성통화(Callback) : 최소 사고 정보(MSD)를 기반으로 사고판단 시, e-Call 센터에서
e-Call 단말로 사고 심각도를 판단하기 위한 통신. 사고 심각도 파악과 구급차 등의 출동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고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e-Call 센터는 최소 사고 정보 수신 시 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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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에 음성통화(Callback)을 반드시 시도해야 함
k) 근거리통신(PAN, Personal Area Network) : e-Call 동작의 각 기능(정보수집/처리/전송
및 음성통화)이 여러 기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기기 간의 차량 내부
에서 근거리 무선통신(Bluetooth, WiFi direct 등)을 지원해야 함
l)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우주궤도 상에 수십개의 위
성군을 일정한 형상으로 배치하여 위성에서 발신한 전파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위치, 고도,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GPS, Galileo, GLONASS, Baidu등이 이에 해당)
m) 보조위성항법시스템(A-GNSS, Assisted-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GNSS
신호를 이용한 측위를 할 때, 이동통신 망이나 무선 인터넷 망으로 연결된 보조 서버
(Assistance Server)를 사용하여 다양한 보조 정보를 제공받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n) 피시험 장치(DUT, Device Under Test) : 본 시험규격에서 정의하는 피 시험 장치를 의미.
차량 기본 장착형(FPI) e-Call 단말기의 경우 차량 설치 전 AECD 형태 혹은 차량에 설치된
AECS형태로 제공 될 수 있음
o) 정상 서비스 상태 : DUT가 e-Call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혹은 장치들(통신
/GNSS/오디오/사용자인터페이스 등)이 정상적으로 준비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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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어
AECD

Accident Emergency Call Devices, e-Call 단말

AECS

Accident Emergency Call System, 차량 장착 e-Call 시스템

FPI

Factory Pre-Installed, 차량 기본 장착형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항법시스템

MSD

Minimum Set of Data, 최소 사고 정보

PSAP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e-Call 센터

VSM

Vehicle Status Monitoring, 차량 상태 모니터링

DUT

Device Under Test, 피시험 장치

DM Tool

Diagnostic Measurement Tool, 측정 진단장치

NAD

Network Access Device, 네트워크 접속 장치

5. 참조표준 및 문서
5.1.

준용표준

해당사항 없음

5.2.

국내외

참조 표준

해당사항 없음

5.3.

준용/참조한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해당사항 없음

5.4.

참고 문서

a) ITSK-00106-1;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1부 : 참조 구조
b) ITSK-00106-2;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2부 : 단말 요구사항
c) ITSK-00106-3;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3부 : e-Call 센터 요구사항
d) ITSK-00106-4;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4부 : 최소 사고정보 데이터 구조
e) UNECE/TRANS/WP.29/GRSG/2017/12 “Proposal for amendments to new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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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n Accident Emergency Call Systems”
f)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7/79

6.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표준이력
7.1.

표준이력

판수
초판

7.2.

제정·개정일
2017.12.08.

주요개정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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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내역
제정
ITSK-00107-1

제2장 e-Call단말기 상호운용성 시험 개요
1. 상호운용성 시험 일반사항
상호운용성 시험의 목적은 실제 구축된 차량 긴급구난체계(이하 e-Call 시스템) 내에서 신뢰
성 있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e-Call 시스템에서 긴급 구난이 필요한
경우의 e-Call 시스템의 동작 절차는 “ITSK-00106-1;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1
부: 참조 구조”의 정의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1] 긴급 구난이 필요한 경우의 e-Call 시스템 동작 절차

상호운용성 시험은 [그림 2-1]의 동작 절차 따라 e-Call 단말기와 e-Call센터 사이의 최소
사고정보(MSD)의 올바른 전송과 수신, e-Call센터에서 최소사고정보(MSD) 수신 후 자동적
이고 신속한 사고상황 파악 및 e-Call센터 운용요원과 차량 탑승자 간의 음성통화를 통한 정상
적인 구조요청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 장치, 위성항법(GNSS) 장
치, 음성통화 장치 등 e-Call 단말기를 구성하는 요소장치들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 동작이 요
구된다. 따라서 상호운용성 시험은 e-Call 시스템에서 원활한 e-Call 서비스 제공 보장을 확
인하기 위한 실효적인 절차이다.
상호운용성

시험

시

긴급구난기관(EA)을

포함하여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ITSK-00106-1;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1부: 참조 구조”에서 정의한 “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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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절차를 참고하여 상호운용성 시험을 수행하며“운전자/탑승자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와
“e-Call 센터에 의해 취소된 경우”동작절차에 대한 e-Call 단말기와 e-Call센터사이의 올
바른 동작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e-Call 센터에서 Proxy PSAP 기능이 구현된 경우 해당
Proxy PSAP기능을 통한 올바른 동작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운용성 시험은 적합성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실험실 환경에서 독립된 기능
을 검증하는 적합성 시험의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다양한 도로 및 통신환경을
통한 e-Call 단말기와 상용 e-Call센터 사이의 상호운용성 검증은 심각한 차량사고의 위험성
을 고려할 때 적합성 시험과 병행하여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적합성 시험에서 동일한 수준의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e-Call 단말기라도 실제 환경에서
의 데이터 전송 성공율, 음성통화 수신률, 음성통화 품질, GNSS신호의 수신 감도와 정확도 등
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상호운용성 시험을 통해 e-Call 단말기 간의 성능
차이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상호운용성 시험 관련 기술규격
e-Call 단말기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기술규격은 e-Call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들
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 및 응용계층의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다음 [그림
2-2]는 e-Call 체계 내에서 해당 기술규격이 정의하는 부분을 보여준다.

[그림 2-2] 상호운용성 시험 관련 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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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TSK-00106-1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1부: 참조구조
b) ITSK-00106-2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2부: 단말 요구사항
c) ITSK-00106-3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3부: 센터 요구사항
d) ITSK-00106-4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4부: 최소 사고 정보 데이터 구조
e) TTAK.KO-10.0985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프로토콜 - 제1부 최소 사고 정보 전송 프
로토콜
f) TTAK.KO-10.1043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프로토콜 - 제2부 차량 센서 정보 전송 프
로토콜

e-Call 시스템은 e-Call단말기와 e-Call센터 간의 통신에 있어서 특정 이동통신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e-Call 단말기가 지원하고 실제 도로환경에서 e-Call센터와의 데이터 통
신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통신방식도 상호운용성 시험에서 사용가능하다. 단, e-Call 단말기는
데이터 통신 및 음성통화에 사용되는 매체에 적합한 통신표준을 따라야 한다.

3. 상호운용성 시험 준비사항
e-Call 단말기 상호운용성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험을 의뢰하는 제작사는 <표2-1>의 사
항을 참고하여 시험시료를 비롯한 필요한 준비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시험 수행 시 기술적인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시험 시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험 준비사항 중 DM 또는 로깅툴은 상호운용성 시험 수행 중에 DUT의 사고감지, MSD 생
성 및 인코딩, MSD전송 등의 e-Call 시스템과 관련된 일련의 동작을 실시간 혹은 시험 후에
로그파일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혹은 소프트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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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단말 유형별 시험 준비사항
구 분

차내장착형
(FPI)

분 류

수량

기 타

① 차량 설치 전
AECD 형태

-

※ 모듈 형태로 제
공된 AECD는 제
조사에서
차량에
장착하여
동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공해야 함

② 차랑에 설치된
AECS 형태

-

①

AM용

M2M 모뎀을
사용하는외장형
블랙박스 및 네
비게이션

② 휴대폰의 데이
터 통신기능을
사용하는 외장
형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③ Vehicle Status
Monitoring FE를
이용한 방식

④ 휴대폰 내장센
서를 이용한 방
식

준비사항

시험시료
거치대
단말기 기능 선언서
자체검증 기능 시험 설
정 설명서
§ 단말기 사용 설명서
§ DM 혹은 로깅툴
§ 내장 M2M모뎀 인증서
또는 공인 성적서
§ 이통 3사(SKT, KT,
U+)의 상용SIM1)
§
§
§
§

-

시험시료
거치대
단말기 기능 선언서
자체검증 기능 시험 설
정 설명서
§ 단말기 사용 설명서
§ DM혹은 로깅툴
§ 데이터 통신용 휴대전화
(선택)1)
§ 이통 3사(SKT, KT,
U+)의 상용SIM

-

시험시료
거치대
단말기 기능 선언서
자체검증 기능 시험 설
정 설명서
§ 단말기 사용 설명서
§ DM혹은 로깅툴

-

시험시료
거치대
APP 기능 선언서
자체검증 기능 시험 설
정 설명서
§ APP 사용 설명서
§ DM혹은 로깅툴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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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통 3사 상용
SIM의 경우 M2M
모뎀이 상용 이동통
신망을 사용하는 경
우 제공

1) 데이터 통신용
휴대전화의 제공은
선택적이며 제조사
에서 제공하지 않
을 경우 시험원의
재량으로 휴대전화
를 선정하여 시험

4. e-Call 단말기 설치 요구사항
상호운용성 시험 수행을 위해 차량 내 단말기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 책임을 진다.
제조사는 DUT설치를 위한 거치대를 제공해야 한다. 차량 내 거치대의 설치 및 설치된 거치대
에 DUT의 장착은 제조사의 재량에 따라 사고감지 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
을 위한 DUT 설치에 대한 제조사의 추가적인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a) DUT가 GNSS기능 혹은 무선데이터 망을 사용하기 위하여 외장 안테나 연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테나의 설치 및 연결
b) DUT의 전원연결 및 백업 전원공급장치(DUT가 지원하는 경우) 설치
c) DUT와 DM 사이에 통신을 하는데 있어서 시리얼 혹은 USB 포트 등을 통한 물리적인 연결이
필요한 경우(DUT와 DM 사이의 연결이 블루투스 등을 통한 무선 연결이 가능한 경우 해당사
항 없음)

5. 상호운용성 시험환경 요구사항
상호운용성 시험은 실제 e-Call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경험하는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
을 수행한다. 특히, e-Call 단말기의 MSD 전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선 데이터 통
신환경과 사고 시 신속한 차량 위치 파악을 위한 GNSS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환경의 다양
한 조건을 상호운용성 시험환경에 반영한다.
무선 데이터 통신환경의 경우 e-Call 단말기에서 특정 무선 통신방식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구
체적인 무선통신 전계강도 등을 본 시험규격에 명시하지 않는다.
- 이동통신 약전계(Poor Coverage) 환경 (터널, 산길, 숲)
- 신호혼잡(High Interference) 환경 환경 (공항 주변, 고압전송 철탑 주변)
- GNSS 약전계(Poor Coverage) 환경 (터널, 도심지, 고가도로, 교차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위·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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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Call 단말기 시험 요구사항
1. 성능(KPI)시험 요구사항
e-Call 단말기 성능(KPI)시험 요구사항에서는 e-Call단말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e-Call 서비스 절차의 주요 단계 및 이벤트를 정의한다. 정의된 주요 서비스 절차와 이벤트를
참고하여 e-Call 단말기의 핵심성능을 평가한다.
1.1.

e-Call 서비스 절차 내 주요 서비스 단계

e-Call 서비스 절차 내 주요 서비스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e-Call단말기(AECD)가 e-Call센터(e-Call Center)와 통신을 시작하는 단계
b) e-Call단말기(AECD)와 e-Call센터(e-Call Center)간의 통신을 설정하는 단계
c) e-Call단말기(AECD)가 설정된 통신망을 통하여 최소사고정보(MSD)를 전송하는 단계
d) e-Call단말기(AECD)를 통해 차량 탑승자와 e-Call센터 운영요원

간에 음성통신

(Call-back)을 하는 단계
1.2.

e-Call 서비스 절차 내 주요 이벤트

e-Call 서비스 절차에서 주요 이벤트 발생 시점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a) T0-AECD : e-Call단말기가 e-Call 발신을 시작 (통신연결 초기단계)
b) T1-AECD : e-Call단말기가 e-Call데이터를 전송 시작
c) T2-AECD : e-Call데이터 전송 완료
d) T0-Center : e-Call 발신을 e-Call센터에서 확인
e) T1-Center : e-Call센터에서 e-Call데이터 수신 시작
f) T2-Center : e-Call센터와 차량 탑승자 간에 음성통신 시작
g) T3-Center : e-Call센터에서 응급구난기관(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사고정보 전송
h) T4-Center : e-Call센터에서 교통기관에 사고정보 전송
i) T3-ES : 응급구난기관에서 사고정보 수신 확인
j) T4-ES : 응급구난기관에서 긴급구조대 급파 요청
e-Call 서비스 절차 내 주요 이벤트 발생 시점을 도식화 하면 [그림3-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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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e-Call 서비스 절차 내 주요 이벤트 발생 시점

1.3.

상호운용성 성능시험 항목

e-Call 상호운용성 성능시험 항목은 <표3-1>과 같다.
<표3-1> e-Call 상호운용성 성능(KPI)시험 항목
구분

1.3.1.

성능시험 항목

1

최소사고 정보(MSD) 수신 성공율 [%]

2

최소사고 정보(MSD) 정상 수신율 [%]

3

e-Call 센터 발신 음성통화(Call-back) 성공률 [%]

4

e-Call 연결소요 시간 [s]

최소사고정보(MDS) 수신 성공율

<표3-2> 최소사고정보(MDS) 수신 성공률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성능시험
FPI-MSD-01
AM-MS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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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M-MSD-03
목 적

전송한 e-Call데이터가 e-Call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대 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 AM-④

초기 조건

절 차

판정 기준

§
§
§

DUT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 테스트 모드로 설정
DUT의 로깅을 위해 DM 연결

① 미리 선정된 이동통신 약전계 시험루트 지역을 주행
② DUT의 로깅 시작
③ e-Call 센터에서 DUT의 발신정보 로깅 시작
※ DUT의 발신정보는 최소사고정보를 비롯한 DUT와 주고받은 모든
Protocol 메시지를 의미함
④ 주행 중 차량에서 수동 e-Call 발신하여 e-Call센터로 최소사고정보
전송
⑤ 절차④를 200회 반복
⑥ DUT와 e-Call 센터의 로그를 비교분석하여 수신 성공률 확인
최소사고정보 수신 성공률 99%
최소사고정보 수신 성공율 = (최소사고정보 전송 성공 횟수 / 총 최소사고정보 전송 횟수) × 100%
최소사고정보 전송 성공 횟수 = 총 최소사고정보 전송 횟수 – 최소사고정보 전송 실패 횟수

비 고

전송 성공한 e-Call데이터의 정의: 발신한 e-Call에 포함된 e-Call데이터
가 e-Call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수신한 경우
전송 실패한 e-Call데이터의 정의: 전송된 e-Call데이터가 e-Call센터에
서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전송 실패한 e-Call데이터로 간주
함

1.3.2.

최소사고정보(MSD) 정상 수신율

<표3-3> 최소사고정보(MSD) 정상 수신율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성능시험
FPI-MSD-01
AM-MSD-01
VSM-MSD-03

목적

e-Call단말기와 e-Call센터 간의 e-Call데이터 인코딩 디코딩 정상구현
여부를 확인함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 AM-④

초기조건

§
§
§

DUT 통신모듈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를 테스트 모드로 설정
DUT의 로깅을 위해 DM을 연결

절차

①
②
③
④

미리 정해진 이동통신 약전계 지역을 주행
DUT의 로깅 시작
e-Call 센터에서 DUT의 수신정보 로깅 시작
주행 중 차량에서 수동 e-Call 발신하여 e-Call센터로 최소사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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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⑤ 절차④를 200회 반복
⑥ DUT와 e-Call 센터의 로그 비교분석하여 수신 성공률 확인
판정기준

최소사고정보 정상 수신율 99%
최소사고정보 정상 수신율 = (정상 수신한 최소사고정보 횟수 / 총 수신한
최소사고정보 횟수) × 100%
정상 수신한 최소사고정보 횟수 = 총 수신한 최소사고정보 횟수 - 비정상
수신한 최소사고정보 횟수

비고

정상 수신한 최소사고정보의 정의: DUT에서 인코딩하여 전송한 최소사고
정보와 e-Call센터에서 수신하여 디코딩한 최소사고정보의 값이 동일한 경
우
비정상 수신한 최소사고정보의 정의: e-Call센터에서 수신하여 디코딩한
최소사고정보의 값이 DUT가 전송한 원래의 값과 다른 경우 모두 비정상
수신한 최소사고정보로 간주함

1.3.3.

e-Call 센터 발신 음성통화(Call-back) 성공률

<표3-4> e-Call 센터 발신 음성통화(Call-back) 성공률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성능시험
FPI-VCALL-01
AM-VCALL-01
VSM-VCALL-01

목적

e-Cal 센터에서 발신한 음성통화 시도가 사고차량 탑승자와 성공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확인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 AM-④

초기조건

절차

§
§
§

DUT 통신모듈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를 테스트 모드로 설정
DUT의 로깅을 위해 DM을 연결

①
②
③
④

미리 정해진 이동통신 약전계 지역을 주행
DUT의 로깅 시작
e-Call 센터에서 DUT의 수신정보 로깅 시작
주행 중 차량에서 수동 e-Call 발신하여 e-Call센터로 최소사고정보
전송
최소사고정보 전송완료 후 Call-back 대기
e-Call 센터에서 정의한 Timeout 시간 내에 Call-back 음성통화가 이
루어지는지 확인
절차④~⑥을 200회 반복
DUT와 e-Call 센터의 로그 비교분석하여 수신 성공률 확인

⑤
⑥
⑦
⑧

판정기준

Call-back 성공률 99%
e-Call 센터 발신 음성통화 성공율 = (e-Call 센터 발신 음성통화 성공횟
수 / e-Call 센터 발신 음성통화 시도횟수) × 100%

비고
e-Call 센터 발신 음성통화 성공횟수 = e-Call 센터 발신 음성통화 시도
횟수 - e-Call 센터 발신 음성통화 실패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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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ll 센터 발신 음성통화 실패 정의: e-Call센터의 운용요원이 발신한
음성통화가 사고차량 탑승자와 연결되어 양방향으로 통화가 가능한 경우

1.3.4.

e-Call 연결 소요시간

<표3-5> e-Call 연결 소요시간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성능시험
FPI-MSD-01
AM-MSD-01
VSM-MSD-03

목적

e-Call단말기에서 e-Call 발신을 시도하여 e-Call센터에서 해당 e-Call
을 수신하는데 걸리는 시간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 AM-④

초기조건

절차

판정기준

§
§
§

DUT 통신모듈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를 테스트 모드로 설정
DUT의 로깅을 위해 DM을 연결

①
②
③
④

미리 정해진 이동통신 약전계 지역을 주행
DUT의 로깅 시작
e-Call 센터에서 DUT의 수신정보 로깅 시작
주행 중 차량에서 수동 e-Call 발신하여 e-Call센터로 최소사고정보
전송
⑤ 절차④를 200회 반복
⑥ DUT와 e-Call 센터의 로그 비교분석하여 수신 성공률 확인
e-Call 연결 소요시간 30초 (200회 평균값)
e-Call 연결 소요시간 = e-Call센터에서 e-Call 수신시점(T1-Center) e-Call단말기의 e-Call 발신시점(T0-AECD)

비고
e-Call 발신 및 수신시점은 e-Call센터 및 e-Call단말기의 이벤트 로그로
확인 가능

2. 음성통화 시험
2.1.

Call-back 시 기타 오디오의 출력 음소거

<표3-6> Call-back 시 기타 오디오의 출력 음소거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목적

음성통화 시험
FPI-VCALL-01
AM-VCALL-01
VSM-VCALL-01
e-Call센터로부터 사고차량으로 Call-back 시 차량탑승자와 센터 운영요
원 사이의 명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기타의 오디오 출력은 음소거 되어야
함

- 15 -

대상

초기조건

FPI-① / FPI-②
§
§
§
§

DUT 통신모듈
DUT를 테스트
DUT의 로깅을
DUT 스피커를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모드로 설정
위해 DM을 연결
통하여 오디오(라디오, 음악 등)를 출력

절차

① DUT의 로깅 시작
② e-Call 센터에서 DUT의 수신정보 로깅 시작
③ 주행 중 차량에서 수동 e-Call 발신하여 e-Call센터로 최소사고정보
전송
④ 최소사고정보 전송완료 후 Call-back 대기
⑤ Call-back Alert시 Call-back 수신
⑥ Call-back 종료

판정기준

Call-back 수신 시 DUT의 스피커를 통해 출력 중인 오디오가 음소거 혹
은 정지 되지는 확인

비고

DUT의 스피커를 통하여 Call-back 음성통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해당

2.2.

Call-back 자동응답 기능지원

<표3-7> Call-back 자동응답 기능지원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음성통화 시험 요구사항
FPI-VCALL-01
AM-VCALL-01
VSM-VCALL-01

목적

e-Call센터로부터 사고차량으로 Call-back 시 차량탑승자의 별도 행위 없
이 e-Call 단말기는 자동으로 Call-back을 수신해야 한다.

대상

FPI-① / FPI-② / AM-④

초기조건

절차

§
§
§

DUT 통신모듈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를 테스트 모드로 설정
DUT의 로깅을 위해 DM을 연결

① DUT의 로깅 시작
② e-Call 센터에서 DUT의 수신정보 로깅 시작
③ 주행 중 차량에서 수동 e-Call 발신하여 e-Call센터로 최소사고정보
전송
④ 최소사고정보 전송완료 후 Call-back 대기
⑤ Call-back Alert시 Call-back 수신
⑥ Call-back 종료

판정기준

Call-back Alert시 자동 수신 및 음성통화 상태로 전환

비고

DUT가 음성통화 기능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2.3.

음성통화 품질측정

<표3-8> 음성통화 품질측정
분야

음성통화 시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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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
요구사항

FPI-VCALL-01
AM-VCALL-01
VSM-VCALL-01

목적

Call-back 시 사고차량 탑승자와 e-Call센터 운영요원 사이의 명료한 의
사소통이 가능한 음성통화 품질이 제공되어야 한다.

대상

FPI-① / FPI-② / AM-④

초기조건

§
§
§
§

DUT 통신모듈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를 테스트 모드로 설정
DUT의 로깅을 위해 DM을 연결
주변소음레벨 50dB(A)이하 (운전석 측정기준)

절차

① DUT의 로깅 시작
② e-Call 센터에서 DUT의 수신정보 로깅 시작
③ 정차 중인 차량에서 수동 e-Call 발신하여 e-Call센터로 최소사고정보
전송
④ 최소사고정보 전송완료 후 Call-back 대기
⑤ Call-back 수신 및 음성통화 연결
⑥ 비고의 오디오 스크립트의 내용을 운전석 차량탑승자가 DUT의 마이크
를 통해 육성으로 전달
⑦ 비고의 오디오 스크립트의 내용을 e-Call 센터의 운용요원이 육성으로
전달

판정기준

운전석의 차량탑승자와 e-Call 센터의 운용요원 사이에 오디오 스크립트의
내용이 충분히 명료하게 전달가능한지 확인
【오디오 스크립트】

비고

어린이는 세상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남의 것입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복은 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회는 새와 같습니다.
시련이 있어야 삶이 풍요로워 집니다.
※ 위 오디오 스크립트 내용은 ECE/TRANS/WP.29/GRSG/AECS규정(안)
Annex 11 – Appendix“Language and sentences for hans-free
assessment”중 한국어 스크립트를 참조함

3. GNSS 성능시험
GNSS 성능시험 환경에 요구되는 개활지 및 도심지의 정의는 다음 표와 같음
<표3-9> GNSS 성능시험을 위한 개활지 및 도심지 정의
시험환경
도심지

정

의

- 주행로 양 측면이 고층(40m이상) 건물으로 이루어진 지역
- 건물들 사이의 공간은 30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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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활지

- 주행로 양 측면 30m 이내에 고층(40m이상) 건축물이 없는 지역

※ 이동모드 시험의 경우 다음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시험루트를 선정 함
- 각 시험환경의 표의 조건을 만족하는 3km내외의 주행도로
- 차량의 주행속도는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도로에서 정의하는 정규 속도를 따름

3.1.

수평위치 오차 확인-1

<표3-10> 수평위치 오차 확인-1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GNSS 시험 요구사항
UNECE/TRANS/WP.29/GRSG/2017/12/Annex 8
(EU) 2017/79 – ANNEX VI
FPI-DAQ-01 중 위치정보
AM-DAQ-01 중 위치정보
VSM-DAQ-02 중 위치정보

목적

개활지(Open Sky) 정지모드(static mode)에서 수평 위치 오차 확인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초기조건

절차

판정기준

§
§
§
§
§
§

DUT 통신모듈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를 테스트 모드로 설정
DUT의 로깅을 위해 DM을 연결
DUT가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GNSS신호 수신
개활지(Open Sky)에 시험차량 위치
시험 전 고해상도 레퍼런스 GNSS 수신기를 이용하여 시험위치의 좌표
를 측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UT의 GNSS 수신 기능을 Cold Start 시킴
DUT가 GNSS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계산 시 까지 대기
DUT가 GNSS 신호 정상수신 확인
수동 e-Call 발신 하여 최소사고정보를 e-Call 센터로 전송
e-Call 센터에서 전송받은 최소사고정보 내 위치정보를 확인
절차①~⑤를 100회 반복
10회 반복 측정한 위치정보의 평균값과 사전에 측정된 고해상도 레퍼런
스 GNSS 수신기의 측정값을 비교

수평 위치 오차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개활지 환경 : 15m 이내(PDOP는 2.0~2.5 , 신뢰수준은 0.95)
§

비고

3.2.

§

절차③에서 DUT가 UI적으로 GNSS 신호 정상수신이 어렵다면 DM을
이용하여 확인
e-Call 센터로 전송 최소사고정보 내 위치정보 수집이 어려운 경우
DM을 통하여 DUT에서 계산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비교할 수 있음

수평위치 오차 확인-2

<표3-11> 수평위치 오차 확인-2
분야

GNSS 시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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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
요구사항

UNECE/TRANS/WP.29/GRSG/2017/12/Annex 8
(EU) 2017/79 – ANNEX VI
FPI-DAQ-01 중 위치정보
AM-DAQ-01 중 위치정보
VSM-DAQ-02 중 위치정보

목적

도심지(Urban Canyon) 정지모드(static mode)에서 수평 위치 오차 확인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초기조건

절차

판정기준

§
§
§
§
§
§

DUT 통신모듈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를 테스트 모드로 설정
DUT의 로깅을 위해 DM을 연결
DUT가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GNSS신호 수신
도심지(Urban Canyon)에 시험차량 위치
시험 전 고해상도 레퍼런스 GNSS 수신기를 이용하여 시험위치의 좌표
를 측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UT의 GNSS 수신 기능을 Cold Start 시킴
DUT가 GNSS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계산 시 까지 대기
DUT가 GNSS 신호 정상수신 확인
수동 e-Call 발신 하여 최소사고정보를 e-Call 센터로 전송
e-Call 센터에서 전송받은 최소사고정보 내 위치정보를 확인
절차①~⑤를 100회 반복
100회 반복 측정한 위치정보의 평균값과 사전에 측정된 고해상도 레퍼
런스 GNSS 수신기의 측정값을 비교

수평 위치 오차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도심지 환경 : 40m 이내(PDOP는 3.5 ~ 4, 신뢰수준은 0.95)
§

비고

3.3.

§

절차③에서 DUT가 UI적으로 GNSS 신호 정상수신이 어렵다면 DM을
이용하여 확인
e-Call 센터로 전송 최소사고정보 내 위치정보 수집이 어려운 경우
DM을 통하여 DUT에서 계산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비교할 수 있음

수평위치 오차 확인-3

<표3-12> 수평위치 오차 확인-3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GNSS 성능시험
UNECE/TRANS/WP.29/GRSG/2017/12/Annex 8
(EU) 2017/79 – ANNEX VI
FPI-DAQ-01 중 위치정보
AM-DAQ-01 중 위치정보
VSM-DAQ-02 중 위치정보

목적

개활지(Open Sky) 이동모드(dynamic mode)에서 수평 위치 오차 확인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초기조건

§
§
§
§
§

DUT 통신모듈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를 테스트 모드로 설정
DUT의 로깅을 위해 DM을 연결
DUT가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GNSS신호 수신
개활지 이동 시험경로 시작점에 차량 위치

- 19 -

§

절차

판정기준

비고

3.4.

시험 전 고해상도 레퍼런스 GNSS 수신기를 이용하여 시험경로의 좌표
를 측정

① DUT의 GNSS 신호 정상수신 확인
② 시험차량이 이동 시험경로를 주행하는 동안 DUT에서 계산된 위치값을
DM으로 저장 (※ 위치정보 수집 간격은 1Hz)
③ 절차①~⑤를 100회 반복
④ 100회 반복 측정한 DUT의 위치계산 값을 지도 상에 Plotting한 경로
와 사전에 측정된 고해상도 레퍼런스 GNSS 수신기로 측정하여
Plotting한 경로를 비교
비교한 특정 구간에서 수평 위치 정확도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개활지 환경 : 15m 이내(PDOP는 2.0~2.5 , 신뢰수준은 0.95)
[이동 시험경로 내 차량운행 기준]
- 속도의 범위는: 0 ~ 140km/h
- 선형적인 가속범위 : 0 ~ 2G

수평위치 오차 확인-4

<표3-13> 수평위치 오차 확인-4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GNSS 성능시험
UNECE/TRANS/WP.29/GRSG/2017/12/Annex 8
(EU) 2017/79 – ANNEX VI
FPI-DAQ-01 중 위치정보
AM-DAQ-01 중 위치정보
VSM-DAQ-02 중 위치정보

목적

도심지(Urban Canyon) 이동모드(dynamic mode)에서 수평 위치 오차 확
인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초기조건

절차

판정기준
비고

§
§
§
§
§
§

DUT 통신모듈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를 테스트 모드로 설정
DUT의 로깅을 위해 DM을 연결
DUT가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GNSS신호 수신
도심지 이동 시험경로 시작점에 차량 위치
시험 전 고해상도 레퍼런스 GNSS 수신기를 이용하여 시험경로의 좌표
를 측정

① DUT의 GNSS 신호 정상수신 확인
② 시험차량이 이동 시험경로를 주행하는 동안 DUT에서 계산된 위치값을
DM으로 저장 (※ 위치정보 수집 간격은 1Hz)
③ 절차①~⑤를 10회 반복
④ 100회 반복 측정한 DUT의 위치계산 값을 지도 상에 Plotting한 경로
와 사전에 측정된 고해상도 레퍼런스 GNSS 수신기로 측정하여
Plotting한 경로를 비교
비교한 특정 구간에서 수평 위치 정확도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도심협곡 환경 : 40m 이내(PDOP는 3.5 ~ 4, 신뢰수준은 0.95)
[이동 시험경로 내 차량운행 기준]
- 속도의 범위는: 0 ~ 14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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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적인 가속범위 : 0 ~ 2G

3.5.

최초 위치획득 시간

<표3-14> 최초 위치획득 시간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UNECE/TRANS/WP.29/GRSG/2017/12/Annex 8
(EU) 2017/79 – ANNEX VI
FPI-DAQ-01 중 위치정보
AM-DAQ-01 중 위치정보
VSM-DAQ-02 중 위치정보

목적

GNSS 수신기의 최초 위치획득 시간 측정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초기조건

절차

판정기준

비고

3.6.

GNSS 시험 요구사항

§
§
§
§
§
§

DUT 통신모듈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를 테스트 모드로 설정
DUT의 로깅을 위해 DM을 연결
DUT가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GNSS신호 수신
개활지(Open Sky)에 시험차량 위치
시험장소는 GNSS 신호레벨이 –130~-140dBm인 곳으로 정함

① DUT의 GNSS 수신 기능을 Cold Start 시킴
② 최초 위치획득까지 시간을 측정
③ 절차①~②를 100회 반복
GNSS 수신기 Cold start시 100회 측정된 평균 최초 위치획득 시간은 다
음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신호레벨 –130dBm까지60초
- 신호레벨 -140dBm까지300초
§

DUT의 최초 위치획득 시간은 DM을 통해 확인

위치 재획득 시간

<표3-15> 위치 재획득 시간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GNSS 시험 요구사항
UNECE/TRANS/WP.29/GRSG/2017/12/Annex 8
(EU) 2017/79 – ANNEX VI
FPI-DAQ-01 중 위치정보
AM-DAQ-01 중 위치정보
VSM-DAQ-02 중 위치정보

목적

GNSS 신호 단절 후 재 수신 될 때까지 소요시간 측정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초기조건

§
§
§
§

DUT 통신모듈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를 테스트 모드로 설정
DUT의 로깅을 위해 DM을 연결
DUT가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GNSS신호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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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활지(Open Sky)에 시험차량 위치

절차

① DUT가 GNSS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1Km 길이
의 터널을 정속(80Km/h)으로 진행
② 터널을 빠져나온 후 DUT가 GNSS신호를 재수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
③ 절차①~②를 10회 반복

판정기준

GNSS 수신기의 100회 반복 측정된 위치 재획득 평균 시간은 20초 미만
이여야 함

비고

3.7.

위치정보 갱신 주기

<표3-16> 위치정보 갱신 주기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GNSS 시험 요구사항
UNECE/TRANS/WP.29/GRSG/2017/12/Annex 8
(EU) 2017/79 – ANNEX VI
FPI-DAQ-01 중 위치정보
AM-DAQ-01 중 위치정보
VSM-DAQ-02 중 위치정보

목적

GNSS 수신기의 위치정보 갱신 주기 확인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초기조건

절차
판정기준

§
§
§
§
§

DUT 통신모듈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를 테스트 모드로 설정
DUT의 로깅을 위해 DM을 연결
DUT가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GNSS신호 수신
개활지(Open Sky)에 시험차량 위치

① DUT의 GNSS 신호 정상수신 확인
② DM을 통해 DUT의 NMEA 메시지를 10분 간 logging
GNSS 수신기는 최소 1초 간격(1Hz 이상)으로 위치계산 가능해야 함

비고

4.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험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험의 경우 실차 및 실사용자 환경에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동작이므로
실사용자 환경에서 수행되는 상호운용성 시험항목의 일부로 정의한다.
4.1.

e-Call 수동발신 편의성

<표3-17> e-Call 수동발신 편의성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험
FPI-UI-02
AM-U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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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M-UI-02
목적

차량 탑승자의 e-Call 수동발신 동작 편의성 확인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초기조건

절차

§
§

DUT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 테스트 모드로 설정

① 시험원이 안전벨트 착용상태로 운전석에 착석
② AECS/AECD의 e-Call 수동발신 버튼 작동
③ e-Call 수동발신 진행 확인 후 e-Call 발신취소

판정기준

시험원이 안전벨트를 착용상태로 e-Call 수동발신 버튼 조작 가능해야 함
※ e-Call 수동발신 조작이 물리버튼이 아닌 경우 아래 비고 참조

비고

e-Call 수동발신 작동이 별도의 물리버튼이 아닌 다중작업(Multi-task)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2단계 이내의 UI조작을 통하여
e-Call 수동발신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4.2.

e-Call 발신 취소동작

<표3-18> e-Call 발신 취소동작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험
FPI-UI-03
AM-UI-03
VSM-UI-04

목적

e-Call 오작동 또는 긴급구난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e-Call
발신 취소 가능여부 확인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초기조건

절차

§
§

DUT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 테스트 모드로 설정

① 시험원이 안전벨트 착용상태로 운전석에 착석
② DUT의 e-Call 수동발신 버튼 작동
③ e-Call 수동발신 진행 확인 후 e-Call 발신취소

판정기준

시험원이 안전벨트를 착용상태로 e-Call 발신 취소버튼 조작 가능해야 함
※ e-Call 수동발신 조작이 물리버튼이 아닌 경우 아래 비고 참조

비고

e-Call 발신취소 작동이 별도의 물리버튼이 아닌 다중작업(Multi-task)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2단계 이내의 UI조작을 통하여
e-Call 발신취소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4.3.

e-Call 단말기 상태표시 기능

<표3-19> e-Call 단말기 상태표시 기능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험
FPI-UI-04 / FPI-UI-05
AM-UI-04 / AM-UI-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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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M-UI-04 / VSM-UI-05
목적

e-Call 단말기의 상태/작동모드/e-Call 동작 시 진행현황을 차량 탑승자가
명확히 파악 가능한지 확인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초기조건

§
§

DUT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의 로깅을 위해 DM 연결

절차

① 차량의 시동을 켠 후에 DUT의 상태 표시창이 단말기의 현재 상태와 작
동모드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② DUT의 작동모드를 테스트모드로 변경 후 DUT 상태 표시창이 변경된
모드로 표시되는지 확인
③ 테스트 모드 상태에서 e-Call 수동발신 시도 e-Call 센터와의 연결 확
인 후 e-Call 종료

판정기준

DUT의 상태표시창에서 DUT의 현재 상태/동작모드/e-Call 동작 진행현황
을 정확히 반영해야 함
※ DUT의 현재 상태/동작모드/e-Call 동작 진행현황은 연결된 DM을 통
하여 확인함
§
§

비고
§

본 항목에서 DUT의 상태는 정상 서비스 상태와 비정상 서비스 상태만
을 확인함
DUT의 비정상 상태에 대한 자세한 상태표시 방법 등은 자체검증
(Self-test)시험 항목에서 추가 확인
e-Call 동작 진행현황의 세부절차 표시는 제조사의 재량에 따름. 단,
e-Call 발신 중, 최소사고정보 전달완료, 통화 중 상태에 대해서는 운전
자가 반드시 확인 가능해야 함

5. 자체검증(Self-test) 기능 시험
자체검증(Self-test) 기능 시험의 경우 실차 및 실사용자 환경에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동
작이므로 실사용자 환경에서 수행되는 상호운용성 시험항목의 일부로 정의한다.
5.1.

자체검증 기능시험

<표3-20> 자체검증 기능시험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자체검증(Self-test) 시험
UNECE/TRANS/WP.29/GRSG/2017/12/PART I
(EU) 2017/79 – ANNEX VII
FPI-UI-04
AM-UI-04
VSM-UI-04
§

목적

대상

§

e-Call 단말기 오류 발생 시 e-Call 동작이 불가함을 차량 점검자에게
통지하는지 확인
가능한 경우 오류가 발생한 기능(GNSS/통신모듈 등)도 차량 점검자에
게 통지함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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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조건
절차
판정기준

※ 자체점검(Self-test)의 시험초기 조건 및 절차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시험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여 진행, 단 비고항목 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능
요소에 대한 오류는 반드시 자체점검(Self-test) 시험을 통해 확인 가능해
야 함
제조사에서 제공한 자체검증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 시 기능의 오류를 정상
적으로 점검자가 식별 가능해야 함

<표3-20-1> 자체검증 시 필요 기능요소
항목
기

비고

기능요소

오류형태

e-Call 제어장치

내부오류

이동통신장치

전기적인 연결/
통신 실패/
내부오류

GNSS 수신기

전기적인 연결/
통신 실패/
내부오류

충돌제어장치

전기적인 연결 실패/
내부오류

전원공급장치

전기적인 연결
오류

SIM

백업 전원공급장치

미 삽입

타

내부오류의 예; 하드웨어 오류,
watchdoc 발생, S/W 체크섬,
S/W 이미지 무결성 등

충돌감지장치 또는 자동발신 장치
의 오류를 사전에 감지
전원공급 단절 감지
- 3GPP 기술을 사용하는 이동통
신기능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 착탈식 SIM 사용의 경우 해당

과충전 및
충전불량

6. 기타
기타 시험의 경우 실차 및 실사용자 환경에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동작이므로 실사용자 환
경에서 수행되는 상호운용성 시험항목의 일부로 정의한다.
6.1.

오류발신(False Call) 확인

<표3-21> 오류발신(False Call) 확인
분야

자동발신 오류검증

기술표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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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심각하지 않은 사고로 판단되는 충격에 e-Call 자동발신이 작동되지 않는
지 확인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 AM-② / AM-③

초기조건
절차
판정기준

§
§

DUT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의 로깅을 위해 DM 연결

①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DUT의 동작을 로깅 함
성능시험 동안 심각하지 않은 사고로 판단되는 충격에 의한 e-Call 자동발
신은 작동하지 않아야 함. 단 e-Call 자동발신 후에 e-Call 센터 연결 전
에 운전자에 의해서 발신 취소 가능한 경우는 발신 오류로 분류하지 않음
[오류발신(False Call)이 예상되는 조건]

비고

6.2.

-급가속/급정거
-과속방지턱
-요철구간
-비포장 도로

백업 전원 공급장치 동작

<표3-22> 백업 전원 공급장치 동작
분야
기술표준
요구사항

백업 전원공급장치 동작시험
UNECE/TRANS/WP.29/GRSG/2017/12/7.6.1
FPI-MSD-02
AM-MSD-02
VSM-MSD-04

목적

DUT가 차량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백업 전원공급장치로부
터 전원을 공급받아 e-Call 동작을 수행을 하는지 확인

대상

FPI-① / FPI-② / AM-①

초기조건

§
§

DUT 정상 서비스 상태확인
DUT의 로깅을 위해 DM 연결

절차

①
②
③
④

주 전원장치제거 후 e-Call 수동발신
e-Call 센터와의 5분 동안 콜백 음성통화 수행
콜백 음성통화 종료 후 60분 동안의 대기(Idle)상태 유지
60분 대기 상태 후 e-Call 센터와의 콜백 음성통화 수행

판정기준

DUT는 백업 전원공급장치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5분 이상의 음성통화
후 60분의 콜백모드 대기(네트워크에 등록된 IDLE 상태) 후에 5분 이상
의 음성통화 수행가능 해야 함
해당 시험은 백업 전원공급장치를 제공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만 수행

비고

DUT가 백업 전원공급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부속서x의 정보제공 문
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명확하게 백업 전원공급장치가 없음을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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