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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본 단체표준은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시스템에서 차량 기본 장착형 단말기
에 요구되는 사항에 정의된 기능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
합성을 위한 시험표준을 정의함으로써 시험·평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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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기본
장착형 단말기에 요구되는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적합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
험항목, 시험방법 및 절차와 평가방법을 기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와 관련된 차량 기본 장착형 단말기 기능 적합성에
대한 시험·평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에서 개발되는 차량 기본 장착형 단말기 동작의 무
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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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기본
장착형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다.

2.1. 표준의 구성

본 표준의 내용은 차량 기본 장착형 단말기에 대한 기능 적합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요구사항으로 구성된다.
2.1.1. FPI 단말 기능 적합성 시험 개요

기능 적합성 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 기술규격, 시험 준비사항, 시험환경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2.1.2. FPI 단말 기능 적합성 시험

기능 적합성 시험에서 평가하는 다음 시험범주의 시험 목적 및 기술표준 요구번호, 시험 초기
조건, 시험방법 및 절차, 판정 기준 등을 기술한다.
a) 정보수집부 시험
b) 정보처리부 시험
c) 음성통화부 시험
d) 정보전송부 시험
e)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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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기타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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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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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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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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위
한 통신수단(Bluetooth, WiFi dire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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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이다 무선 인터넷 망으로 연결된 보조 서버
(Assistance Server)를 사용하여 다양한 보조 정보를 제공받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4. 약어
AECD

Accident Emergency Call Devices, e-Call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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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T

Device Under Test, 피시험 장치

DM Tool

Diagnostic Monitoring Tool, 측정 진단 장치

TTFF

Time to First Fix, 최초 수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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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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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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K-00106-5;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5부: 데이터 보안 지침
f) UNECE/TRANS/WP.29/GRSG/2017/12 “Proposal for amendments to new draft
Regulation on Accident Emergency Call System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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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7-2

제2장 FPI 단말 기능 적합성 시험 개요
1. 기능 적합성 시험 일반사항
본 표준의 기능 적합성 시험의 목적은 차량 긴급구난체계(이하 e-Call 시스템)에서 실제 차
량에 탑재되어 사용할 차량 기본 장착형 단말기(이하 FPI 단말)에 대하여 기술표준에서 요구하
는 FPI 단말의 기능들에 대하여 신뢰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능 적합성 시험에서는 기술표준(ITSK-00106-2;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2부:
단말 요구사항)에서 정의한 FPI 단말 요구사항에 따라 차량 센서로부터 센서 계측 값 수집부터
최소 사고 정보를 e-Call 센터로 전송 및 후속 처리를 위해 단말에 요구되는 기능이 5가지(정
보수집/정보처리/음성통화/정보전송/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분되며 그 하위로 각 기능별 요구
사항으로 분류되어 세부 시험 항목들로 구성된다.
본 시험표준에서는 기술표준에서 FPI 단말 요구사항에 정의되지 않았지만 필수적으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는 기타 추가적인 시험 항목들로 구성하여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룹화하여
‘기타부’로 구분한다. ‘기타부’에 구성된 기능 요구사항들의 경우 FPI 단말에 구성되는 일
부 완성된 부속품(예, GNSS 수신기 등)들에 대하여 별도의 표준 혹은 기술규격에서 기술적 요
구사항을 정의하고 있거나 시험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별도의 시험으로 수
행되어야하는 기능이다.

2. 기능 적합성 시험 관련 기술규격
FPI 단말 기능 적합성과 관련된 기술규격에서는 e-Call 시스템 내에서 FPI 단말의 e-Call
기능 활성화의 정상적 동작 제어를 위해 FPI 단말과 상호적으로 동작되는 센서 및 기타 부품들
과의 동작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a) ITSK-00106-1;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1부: 참조구조
b) ITSK-00106-2;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2부: 단말 요구사항
c) ITSK-00106-4;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 제4부: 최소 사고 정보 데이터 구조

3. 기능 적합성 시험 준비사항
기능 적합성 시험을 위해 시험을 의뢰하는 FPI 단말 제조사는 시험시료 및 시험시료와 연동
가능한 부속품(음성통화부,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등에서 사용될 장치)을 제공해야 한다.
시험 수행 시 기술적인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시험 시료와 부속품을 요청할 수 있다.
시험 준비사항 중 DM 또는 로깅툴은 기능 적합성 시험 수행 중에 FPI 시험단말(DUT)의 동

- 5 -

작을 실시간 혹은 시험 후에 로그파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혹은 소
프트웨어이다.
기술표준에서 정의하는 FPI 단말은 차량 출고 시점에 이미 제조사에 의해 차량에 장착 또는
차량에 내장된 단말이며, 차량 센서로부터 e-Call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내장된 소프트웨
어를 통해 e-Call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고 유무를 판단하고, 사고 판단시 최소 사고 정보를
e-Call 센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 적합성 시험 수행을 위해서는 각 시험 항목마다 요구되는 FPI 단말과 연동 가능한 부속
품(차량 센서 및 오디오 장치 등)을 적절하게 필수/선택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부속품들은 제
조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규격화된 표준을 정의하지 않음에 따라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FPI 단말 기능 적합성 시험에서 차량 센서 혹은 차량 센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및 오디
오 장치 등 FPI 단말 시험을 위해 필요한 장치들은 차량 제작사에서 지원하고 설치에 책임을
진다.

4. 기능 적합성 시험환경 요구사항
기능 적합성 시험은 개발이 완료된 FPI 단말을 실도로 환경에서 시험하기 전, 기술표준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에 대한 동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험
환경은 FPI 단말의 성능에 영향이 적은 곳으로 선정한다.
FPI 단말이 e-Call 센터와 통신을 지원해야하며 통신 환경의 간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외
부 노이즈를 제거하여 FPI 단말의 통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차폐 환경 사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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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FPI 단말 기능 적합성 시험
1. 기능 적합성 시험항목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에서 FPI 단말 기능 적합성 시험 항목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 FPI 단말 기능 적합성 시험 항목표
구 분

Ⅰ 정보수집부

Ⅱ 정보처리부
Ⅲ 음성통화부
Ⅳ 정보전송부

Ⅴ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Ⅵ 기타부

기능 요구사항

번

시험 항목명

호

01
02
03
A. 필수 정보 수집
04
05
06
01
02
03
B. 선택 정보 수집
04
05
06
C. 사고 판단
01
D. 최소 사고 정보 처리 01
E. 음성통화 기능
01
F. Callback 번호 수집 01
G. 최소 사고 정보 전송 01
H. 보조 기능
01
01
02
I. 사용자 인터페이스
03
04
05
01
02
03
04
GNSS
05
J.
06
(위성항법시스템)
07
08
09
10
01
02
e-Call 센터와의
K.
03
연동 기능
04
05
01
L. 보안 요구사항
02
03

에어백 전개 정보 수집
차대 번호 정보 수집
연료 종류 정보 수집
위치 정보 수집
진행방향 정보 수집
시각 정보 수집
탑승 인원 정보 수집
적재 화물 종류 정보 수집
차량 속도 정보 수집
가속도 정보 수집
차량 자세 정보 수집
바퀴 구름 정보 수집
사고 판단
최소 사고 정보 처리
음성통화 기능
차량 운전자/탑승자 전화번호 수집
최소 사고 정보 전송
주전원 차단 후 동작
사용자 인터페이스-01
사용자 인터페이스-02
사용자 인터페이스-03
사용자 인터페이스-04
사용자 인터페이스-05
NMEA-0183 메시지 출력
개별 GNSS 신호 수신 및 처리
결합된 GNSS 신호 수신 및 처리
WGS-84 좌표 체계로 위치 정보표출
수평위치 오차(고정)
이동 위치 정확도
GNSS 수신감도
최초 수선 시간(TTFF)
위치 재획득 시간
위치정보 갱신 주기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1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2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3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4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5
보안 요구사항-01
보안 요구사항-02
보안 요구사항-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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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필수
여부
O
O
O
O
O
O
X
X
X
X
X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 정보수집부 시험
2.1.

정보수집부 시험 관련 일반사항

FPI 단말은 차량 출고 시점에 이미 제조사에 의해 차량에 실장된 단말로써 사고 판단 및 최소
사고 정보 전송을 위하여 기술표준에서 요구하는 각 정보들을 차량 센서로부터 필수적 혹은 선
택적으로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수집부 시험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 환경 구성도는 아래
[그림 3-1]과 같으며, 각 장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그림 3-1] FPI 단말 정보수집부 기능 요구사항 시험 환경 구성도

Ÿ 제어 S/W
차량 센서 혹은 차량 센서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그룹으로 FPI 단말에 필요
한 정보를 생성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Ÿ Devices
FPI 단말(DUT)과 연동 가능한 기타 장치 그룹(전원 인가 장치, 오디오 장치 등)
Ÿ DM(Diagnostic Monitoring) Tool
FPI 단말의 실시간 동작 상태의 모니터링과 저장장치(메모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고 각 시험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구성 요소: I/O Interface, Monitor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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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어백 전개 정보 수집

<표 3-2> 에어백 전개 정보 수집
시험분야

정보수집부

시험명 / 시험번호

에어백 전개 정보 수집 / I-A-01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DAQ-01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이 필수적으로 차량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할 에어백 전개 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에어백 전개 정보를 DUT로 송신
시험절차

③ DM Tool을 통해 DUT에서 에어백 전개 정보 수신 확인
※ 송신 정보와 수신 정보의 비교 → 판정기준 A.

④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저장된 수집 정보 확인
※ 저장장치(메모리)에 수신된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 → 판정기준 B.

구분
A.

PASS

FAIL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DUT가 수신한 에어백 전개 정보가
판정기준

B.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정
상적으로 저장(업데이트)

DUT가 수신한 에어백 전개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이 불가능

※ A, B 결과가 모두 PASS가 되어야 함
※ 메모리 저장 확인은 실제 차량 사고시 e-Call 기능 활성화가 에어백
전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함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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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차대 번호 정보 수집

<표 3-3> 차대 번호 정보 수집
시험분야

정보수집부

시험명 / 시험번호

차대 번호 정보 수집 / I-A-02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DAQ-01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이 필수적으로 차량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할 차대 번호 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차대 번호 정보를 DUT로 송신
- 수동 입력 장치를 통한 차대 번호 정보 생성 허용

시험절차

③ DM Tool을 통해 DUT에서 차대 번호 정보 수신 확인
※ 송신 정보와 수신 정보의 비교 → 판정기준 A.

④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저장된 수집 정보 확인
※ 저장장치(메모리)에 수신된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 → 판정기준 B.

구분
A.
판정기준

PASS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DUT가 수신한 차대 번호 정보가
B.

FAIL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정
상적으로 저장(업데이트)

DUT가 수신한 차대 번호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이 불가능

※ A, B 결과가 모두 PASS가 되어야 함
비 고

※ 제어S/W에서 차대 번호 정보를 편집/수정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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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료 종류 정보 수집

<표 3-4> 연료 종류 정보 수집
시험분야

정보수집부

시험명 / 시험번호

연료 종류 정보 수집 / I-A-03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DAQ-01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이 필수적으로 차량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할 연료 종류 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연료 종류 정보를 DUT로 송신
- 수동 입력 장치를 통한 연료 종류 정보 생성 허용

시험절차

③ DM Tool을 통해 DUT에서 연료 종류 정보 수신 확인
※ 송신 정보와 수신 정보의 비교 → 판정기준 A.

④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저장된 수집 정보 확인
※ 저장장치(메모리)에 수신된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 → 판정기준 B.

구분
A.
판정기준

PASS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DUT가 수신한 연료 종류 정보가
B.

FAIL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정
상적으로 저장(업데이트)

DUT가 수신한 연료 종류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이 불가능

※ A, B 결과가 모두 PASS가 되어야 함
비 고

※ 제어S/W에서 연료 종류 정보를 편집/수정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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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위치 정보 수집

<표 3-5> 위치 정보 수집
시험분야

정보수집부

시험명 / 시험번호

위치 정보 수집 / I-A-04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DAQ-01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이 필수적으로 차량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할 위치 정보를 정상적
으로 수집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GNSS 신호 발생
- 신호 발생 간격: 1Hz 이상

시험절차

③ DUT의 Locating FE가 GNSS 신호를 수신하여 “ITSK-00106-4
최소 사고 정보(MSD)”에 정의된 vehicleLocation 값에 따라 위치
정보 계산
④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저장된 수집 정보 확인
⑤ 3개의 위치 정보가 저장(업데이트)되면 시험 종료

판정기준

PASS

FAIL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기록된

DUT가 수신한 GNSS 신호를 통해

위치 정보 3개가 “ITSK-00106-4

Locating FE에서 계산된 위치 정보

최소 사고 정보(MSD)”에 정의된

의 저장(업데이트) 확인이 불가능

vehicleLocation 값에 따라 최소 5

3개의 위치 정보가 최소 5초 이상의

초 이상의 간격으로 저장(업데이트)

간격으로 저장(업데이트)되지 않음

※ Fail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시, Fail로 간주
Ÿ

수집 및 저장 방법: 위치 정보는 GNSS 수신기 등 위치기반 센서의
정보를 활용하여 계산하며, 최종 위치 (사고 위치)와 더불어 2개의 과

비 고

거 위치 정보를 시각 정보와 함께 저장하여야 함. 각각의 위치 정보는
최소 5초 이상의 시간 간격을 유지해야 함. 위치 정보가 계산이 되지
않은 경우 2개의 과거 위치 정보와 시각 정보는 업데이트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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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진행방향 정보 수집

<표 3-6> 진행방향 정보 수집
시험분야

정보수집부

시험명 / 시험번호

진행방향 정보 수집 / I-A-05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DAQ-01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이 필수적으로 차량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할 진행방향 정보를 정
상적으로 수집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GNSS 신호 발생
- 신호 발생 간격: 1Hz 이상

시험절차

③ DUT의 Locating FE가 GNSS 신호를 수신하여 “ITSK-00106-4
최소 사고 정보(MSD)”에 정의된 vehicleDirection 값에 따라 진행
방향 정보 계산
④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저장된 수집 정보 확인
※ 저장장치(메모리)에 수신된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

PASS

FAIL

DUT의 Locating FE에서 계산된 진

판정기준

행방향 정보가 DUT의 저장장치(메
모리)에 정상적으로 저장(업데이트)

Ÿ
비 고

DUT의 Locating FE에서 수신한
GNSS 신호를 통해 계산된 진행방
향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이
불가능

수집 및 저장 방법: 진행방향 정보는 GNSS 수신기 등 위치기반 센서
의 정보를 활용하여 계산하며 측정(계산) 당시 시작 정보와 함께 저
장. 진행방향 정보가 계산이 되지 않은 경우 기 저장된 진행방향 정보
는 업데이트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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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각 정보 수집

<표 3-7> 시각 정보 수집
시험분야

정보수집부

시험명 / 시험번호

시각 정보 수집 / I-A-06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DAQ-01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이 필수적으로 차량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할 시각 정보를 정상적
으로 수집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시각 정보를 DUT로 송신
※ 위치 정보와 함께 저장되는 시각 정보와는 별개로 구분

시험절차

③ DM Tool을 통해 DUT에서 시각 정보 수신 확인
※ 송신 정보와 수신 정보의 비교 → 판정기준 A.

④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저장된 수집 정보 확인
※ 저장장치(메모리)에 수신된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 → 판정기준 B.

구분
A.
판정기준

PASS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DUT가
B.

FAIL

수신한

시각

정보가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정
상적으로 저장(업데이트)

DUT가 수신한 시각 정보의 저장
(업데이트) 확인이 불가능

※ A, B 결과가 모두 PASS가 되어야 함
비 고

Ÿ

수집 단위: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1초 단위로 증가하는
UTC(Coordinated Universal Time) 세계 표준시 기준 시각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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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탑승 인원 정보 수집

<표 3-8> 탑승 인원 정보 수집
시험분야

정보수집부

시험명 / 시험번호

탑승 인원 정보 수집 / I-B-01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DAQ-02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이 차량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할 탑승 인원 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탑승 인원 정보를 DUT로 송신
- 수동 입력 장치를 통한 탑승 인원 정보 생성 허용

시험절차

③ DM Tool을 통해 DUT에서 탑승 인원 정보 수신 확인
※ 송신 정보와 수신 정보의 비교 → 판정기준 A.

④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저장된 수집 정보 확인
※ 저장장치(메모리)에 수신된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 → 판정기준 B.

구분
A.
판정기준

PASS

FAIL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DUT가 수신한 탑승 인원 정보가
B.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정
상적으로 저장(업데이트)

※ A, B 결과가 모두 PASS가 되어야 함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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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가 수신한 탑승 인원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이 불가능

2.9.

적재 화물 종류 정보 수집

<표 3-9> 적재 화물 종류 정보 수집
시험분야

정보수집부

시험명 / 시험번호

적재 화물 종류 정보 수집 / I-B-02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DAQ-02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이 차량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할 적재 화물 종류 정보를 정상적
으로 수집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적재 화물 종류 정보를 DUT로 송신
- 수동 입력 장치를 통한 적재 화물 종류 정보 생성 허용

시험절차

③ DM Tool을 통해 DUT에서 적재 화물 종류 정보 수신 확인
※ 송신 정보와 수신 정보의 비교 → 판정기준 A.

④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저장된 수집 정보 확인
※ 저장장치(메모리)에 수신된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 → 판정기준 B.

구분
A.
판정기준
B.

PASS

FAIL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DUT가 수신한 적재 화물 종류

DUT가 수신한 적재 화물 종류

정보가 DUT의 저장장치(메모리)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이

에 정상적으로 저장(업데이트)

불가능

※ A, B 결과가 모두 PASS가 되어야 함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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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차량 속도 정보 수집

<표 3-10> 차량 속도 정보 수집
시험분야

정보수집부

시험명 / 시험번호

차량 속도 정보 수집 / I-B-03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DAQ-02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이 차량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할 차량 속도 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차량 속도 정보를 DUT로 송신
- 수동 입력 장치를 통한 차량 속도 정보 생성 허용

시험절차

③ DM Tool을 통해 DUT에서 차량 속도 정보 수신 확인
※ 송신 정보와 수신 정보의 비교 → 판정기준 A.

④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저장된 수집 정보 확인
※ 저장장치(메모리)에 수신된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 → 판정기준 B.

구분
A.
판정기준

PASS

FAIL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DUT가 수신한 차량 속도 정보가
B.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정
상적으로 저장(업데이트)

※ A, B 결과가 모두 PASS가 되어야 함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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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가 수신한 차량 속도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이 불가능

2.11. 가속도 정보 수집

<표 3-11> 가속도 정보 수집
시험분야

정보수집부

시험명 / 시험번호

가속도 정보 수집 / I-B-04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DAQ-02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이 차량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할 가속도 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
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사용하여 가속도 정보를 DUT로 송신
- 수동 입력 장치를 통한 가속도 정보 생성 허용

시험절차

③ DM Tool을 통해 DUT에서 가속도 정보 수신 확인
※ 송신 정보와 수신 정보의 비교 → 판정기준 A.

④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저장된 수집 정보 확인
※ 저장장치(메모리)에 수신된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 → 판정기준 B.

구분
A.
판정기준

PASS

FAIL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DUT가 수신한 가속도 정보가
B.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정
상적으로 저장(업데이트)

※ A, B 결과가 모두 PASS가 되어야 함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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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가 수신한 가속도 정보의 저
장(업데이트) 확인이 불가능

2.12. 차량 자세 정보 수집

<표 3-12> 차량 자세 정보 수집
시험분야

정보수집부

시험명 / 시험번호

차량 자세 정보 수집 / I-B-05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DAQ-02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이 차량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할 차량 자세 정보(요래이트, 피치,
롤)를 정상적으로 수집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차량 자세 정보를 DUT로 송신
- 수동 입력 장치를 통한 차량 자세 정보 생성 허용

시험절차

③ DM Tool을 통해 DUT에서 차량 자세(요래이트, 피치, 롤) 정보
수신 확인
※ 송신 정보와 수신 정보의 비교 → 판정기준 A.

④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저장된 수집 정보 확인
※ 저장장치(메모리)에 수신된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 → 판정기준 B.

구분
A.

PASS

FAIL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DUT가 수신한 차량 자세 정보

판정기준
B.

(요레이트, 피치, 롤)가 DUT의

DUT가 수신한 차량 자세 정보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정상적으로

저장(업데이트) 확인이 불가능

저장(업데이트)
※ A, B 결과가 모두 PASS가 되어야 함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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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바퀴 구름 정보 수집

<표 3-13> 바퀴 구름 정보 수집
시험분야

정보수집부

시험명 / 시험번호

바퀴 구름 정보 수집 / I-B-06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DAQ-02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이 차량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할 바퀴 구름 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사용하여 바퀴 구름 정보를 DUT로 송신
- 수동 입력 장치를 통한 바퀴 구름 정보 생성 허용

시험절차

③ DM Tool을 통해 DUT에서 각 바퀴 당 구름 정보 수신 확인
※ 송신 정보와 수신 정보의 비교 → 판정기준 A.

④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저장된 수집 정보 확인
※ 저장장치(메모리)에 수신된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 → 판정기준 B.

구분
A.

PASS

FAIL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제어 S/W에서 송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DUT가 수신한 각 바퀴 당 구름

판정기준
B.

정보가

DUT의

저장장치(메모

리)에 정상적으로 저장(업데이
트)

※ A, B 결과가 모두 PASS가 되어야 함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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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가 수신한 각 바퀴 당 구름
정보의 저장(업데이트) 확인이
불가능

3. 정보처리부 시험
3.1.

정보처리부 시험 관련 일반사항

FPI 단말은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고 판단을 하고 사고 판단 후 기술표준에 정의된 최소
사고 정보 데이터 구조에 맞게 수집한 정보를 처리(인코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처리부 시험
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 환경 구성도는 아래 [그림 3-2]와 같으며, 각 장치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그림 3-2] FPI 단말 정보처리부 기능 요구사항 시험 환경 구성도

Ÿ 제어 S/W
차량 센서 혹은 차량 센서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그룹으로 FPI 단말에 필요
한 정보를 생성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Ÿ Devices
FPI 단말(DUT)과 연동 가능한 기타 장치 그룹(전원 인가 장치, 오디오 장치 등)
Ÿ DM(Diagnostic Monitoring) Tool
FPI 단말의 실시간 동작 상태의 모니터링과 저장장치(메모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고 각 시험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구성 요소: I/O Interface, Monitoring 등
Ÿ PSAP Simulator
FPI 단말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가상의 e-Call 센터 역할을 수행
구성 요소: PSAP FE, Monitor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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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고 판단

<표 3-14> 사고 판단
시험분야

정보처리부

시험명 / 시험번호

사고 판단 / Ⅱ-C-01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PRO-01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이 에어백 전개 정보 수신 후, e-Call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성
화되어 자동 발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에어백 전개 정보를 DUT로 송신
시험절차

③ DM Tool을 통해 DUT에서 에어백 전개 정보 수신 확인
④ 에어백 전개 정보 수신 후, DUT에서 e-Call 기능 활성화 확인
※ DM Tool 혹은 자동 발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확인

PASS

FAIL
DUT에서 에어백 전개 정보 수신

판정기준

DUT가 에어백 전개 정보 수신 후,

실패

e-Call 자동 발신 기능 정상 수행

DUT에서 에어백 전개 정보 수신
후, e-Call 자동 발신 기능 미수행

※ e-Call 기능 활성화를 결과로 판정 가능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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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소 사고 정보 처리

<표 3-15> 최소 사고 정보 처리
시험분야

정보처리부

시험명 / 시험번호

최소 사고 정보 처리 / Ⅱ-D-01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PRO-02
FPI 단말이 최소 사고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기술표준에서 정의하는 데

시험목적

이터 구조와 인코딩 방식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

시험 초기조건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Ÿ

DUT의 통신모듈이 Call-Box에 정상적으로 등록 (데이터 송수신 가능)

Ÿ

PSAP Simulator와 Call-Box가 정상적으로 연결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에어백 전개 정보를 DUT로 송신
③ DM Tool을 통해 DUT에서 에어백 전개 정보 정상 수신 확인
④ 에어백 전개 정보 수신 후, DUT의 e-Call 기능 활성화
시험절차

⑤ DUT에서 수집된 정보를 MSD 데이터 구조에 맞게 인코딩
⑥ 인코딩이 완료된 MSD를 DM Tool을 통해 확인
- 생성된 MSD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⑦번 과정까지 수행
- 생성된 MSD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과정을 수행

⑦ DUT로부터 Call-Box를 통해 PSAP Simulator로 MSD 전송
⑧ PSAP Simulator에서 수신한 MSD 디코딩 및 결과 확인
PASS

FAIL

MSD 데이터 구조에 따라 기본 정보
판정기준

의 순서와 데이터 크기, 필드 값이
2가지 PASS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모두 일치

못할 시, Fail
IETF RFC 7049 부호화 규칙에 따
라 정상적으로 MSD가 인코딩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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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성통화부 시험
4.1.

음성통화부 시험 관련 일반사항

FPI 단말은 사고 발생 시, e-Call 센터 운용요원과의 음성통화 기능을 직접 지원하거나 음성
통화가 가능한 차량 운전자/탑승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
다. 음성통화부 시험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 환경 구성도는 아래 [그림 3-3]과 같으며, 각 장치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그림 3-3] FPI 단말 음성통화부 기능 요구사항 시험 환경 구성도

Ÿ 제어 S/W
차량 센서 혹은 차량 센서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그룹으로 FPI 단말에 필요
한 정보를 생성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Ÿ Devices
FPI 단말(DUT)과 연동 가능한 기타 장치 그룹(전원 인가 장치, 오디오 장치 등)
Ÿ DM(Diagnostic Monitoring) Tool
FPI 단말의 실시간 동작 상태의 모니터링과 저장장치(메모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고 각 시험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구성 요소: I/O Interface, Monitoring 등
Ÿ PSAP Simulator
FPI 단말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가상의 e-Call 센터 역할을 수행
구성 요소: PSAP FE, Monitoring, Audio Interfa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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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음성통화 기능

<표 3-16> 음성통화 기능
시험분야

음성통화부

시험명 / 시험번호

음성통화 기능 / Ⅲ-E-01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VCALL-01
FPI 단말을 통해 e-Call 센터 운용요원과의 음성통화 기능을 지원하기

시험목적

위해 차량 내장 오디오 시스템과 연결되어 음성 통화가 정상적으로 지원
되는지 여부를 확인

시험 초기조건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차량 내장 오디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연결
※ 차량 내장 오디오 시스템의 경우 제조사에서 제공

Ÿ

DUT의 통신모듈이 Call-Box에 정상적으로 등록 (데이터 송수신 가능)

Ÿ

PSAP Simulator와 Call-Box가 정상적으로 연결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PSAP Simulator에서 DUT로 음성통화 연결 시도
※ DUT로 음성통화 연결 방법(번호 등)은 제조사에서 제공

시험절차

③ DUT와 연결된 Devices(Audio)를 통해 음성통화 연결 확인
- 판정기준 A.

④ 음성통화 연결 성공 후, 스피커 및 마이크를 통해 음성 확인
- 판정기준 B.

구분
A.

PASS

FAIL

DUT의 번호로 PSAP Simulator
로 음성통화 연결 성공

음성통화 연결이 안될 시, Fail
음성 통화 상태의 경우 Audio

판정기준
B.

DUT와 연결된 Audio를 통한
음성 통화 상태 양호

장치의 이상을 고려하여 다른 상
태가 양호한 장치를 사용하여 재
시험 후, 음성 통화 상태를 확인
→ 동일하게 불량하다면 Fail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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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allback 번호 수집

<표 3-17> Callback 번호 수집
시험분야

음성통화부

시험명 / 시험번호

차량 운전자/탑승자 전화번호 수집 기능 / Ⅲ-F-01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VCALL-02
FPI 단말이 음성통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음성통화가 가능한 차

시험목적

량 운전자/탑승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정상적으로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

시험 초기조건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 지원 혹은 유선 통신 기능 지원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DUT가 Devices(Mobile Phone)로부터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동작 제어 (근거리 무선 통신/유선 통신 사용)
시험절차

※ 동작 제어와 관련된 구체적 방법은 제조사에서 제공
※ 수동 입력 장치를 통한 Callback 번호 입력 허용

③ DM Tool을 통해 DUT에서 Callback 번호 수집 확인
④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저장된 수집 정보 확인
구분
A.
판정기준

PASS

FAIL

Device에서 송신된 정보

Device에서 송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 DUT에서 수신된 정보

DUT가 수신한 Callback 번호가
B.

DUT의 저장장치(메모리)에 정
상적으로 저장(업데이트)

※ A, B 결과가 모두 PASS가 되어야 함
비 고

-

- 26 -

DUT가 수신한 Callback 번호의
저장(업데이트) 확인이 불가능

5. 정보전송부 시험
5.1.

정보전송부 시험 관련 일반사항

FPI 단말은 사고 발생 시, 최소 사고 정보를 e-Call 센터로 전송하기 위해 이동통신망 사용이
가능한 모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보전송부 시험을 위해 요
구되는 시험 환경 구성도는 아래 [그림 3-4]와 같으며, 각 장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그림 3-4] FPI 단말 정보전송부 기능 요구사항 시험 환경 구성도

Ÿ 제어 S/W
차량 센서 혹은 차량 센서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그룹으로 FPI 단말에 필요
한 정보를 생성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Ÿ Devices
FPI 단말(DUT)과 연동 가능한 기타 장치 그룹(전원 인가 장치, 오디오 장치 등)
Ÿ DM(Diagnostic Monitoring) Tool
FPI 단말의 실시간 동작 상태의 모니터링과 저장장치(메모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고 각 시험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구성 요소: I/O Interface, Monitoring 등
Ÿ PSAP Simulator
FPI 단말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가상의 e-Call 센터 역할을 수행
구성 요소: PSAP FE, Monitoring, Audio Interface 등

- 27 -

5.2.

최소 사고 정보 전송

<표 3-18> 최소 사고 정보 전송
시험분야

정보전송부

시험명 / 시험번호

최소 사고 정보 전송 / Ⅳ-G-01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MSD-01
사고 발생 시, FPI 단말이 최소 사고 정보(MSD)를 M2M 모뎀 및 내외

시험목적

장 모뎀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망을 통해 e-Call 센터로 정상적으로 전송
하는지 여부를 확인

시험 초기조건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Ÿ

DUT의 통신모듈이 Call-Box에 정상적으로 등록 (데이터 송수신 가능)

Ÿ

PSAP Simulator와 Call-Box가 정상적으로 연결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에어백 전개 정보를 DUT로 송신
③ DM Tool을 통해 DUT에서 에어백 전개 정보 정상 수신 확인
시험절차

④ 에어백 전개 정보 수신 후, DUT의 e-Call 기능 활성화
⑤ DUT에서 수집된 정보를 MSD 데이터 구조에 맞게 인코딩
⑥ DUT로부터 Call-Box를 통해 PSAP Simulator로 MSD 전송
⑦ PSAP Simulator에서 수신한 MSD 디코딩 및 결과 확인
PASS

FAIL

DUT에서 생성된 MSD가 DUT와 연
판정기준

결된 M2M 모뎀 및 내외장 모뎀을
사용하여 Call-Box를 통해 PSAP
Simulator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송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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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에서 생성된 MSD 전송 실패
※ Call-Box, PSAP Simulator 중 하
나라도 실패할 경우 실패로 간주

5.3.

주전원 차단 후 동작

<표 3-19> 주전원 차단 후 동작
시험분야

정보전송부

시험명 / 시험번호

주전원 차단 후 동작 / Ⅳ-H-01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MSD-02

시험목적

FPI 단말의 주전원이 사고로 인하여 차단되었을 경우에도 최소 사고 정
보를 e-Call 센터로 정상적으로 전송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 Device 구성: 주전원 및 보조 전원 공급 장치 포함

시험 초기조건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제어 S/W가 정상적으로 연결 (데이터 송수신 가능)

Ÿ

DUT의 통신모듈이 Call-Box에 정상적으로 등록 (데이터 송수신 가능)

Ÿ

PSAP Simulator와 Call-Box가 정상적으로 연결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제어 S/W에서 에어백 전개 정보를 DUT로 송신
③ DUT의 주전원 공급 장치 Block
시험절차

※ DUT 제작사에서 보조 전원 공급 장치의 설치를 책임짐

④ 에어백 전개 정보 수신 후, DUT의 e-Call 기능 활성화
⑤ DUT에서 수집된 정보를 MSD 데이터 구조에 맞게 인코딩
⑥ DUT로부터 Call-Box를 통해 PSAP Simulator로 MSD 전송
⑦ PSAP Simulator에서 수신한 MSD 디코딩 및 결과 확인
PASS

판정기준

FAIL
PSAP Simulator에서 MSD 수신 실패

PSAP Simulator에서 정상적으로
PSAP Simulator에서 수신한 MSD의

완성된 MSD 수신

미완성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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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시험
6.1.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험 관련 일반사항

FPI 단말은 차량 운전자/탑승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기술표준에서 요구하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지원해야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험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 환경 구성도는 아래 [그
림 3-5]와 같으며, 각 장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그림 3-5] FPI 단말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기능 요구사항 시험 환경 구성도

Ÿ 제어 S/W
차량 센서 혹은 차량 센서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그룹으로 FPI 단말에 필요
한 정보를 생성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Ÿ Devices
FPI 단말(DUT)과 연동 가능한 기타 장치 그룹(전원 인가 장치, 오디오 장치 등)
Ÿ DM(Diagnostic Monitoring) Tool
FPI 단말의 실시간 동작 상태의 모니터링과 저장장치(메모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고 각 시험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구성 요소: I/O Interface, Monitoring 등
Ÿ PSAP Simulator
FPI 단말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가상의 e-Call 센터 역할을 수행
구성 요소: PSAP FE, Monitor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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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용자 인터페이스-01

<표 3-20> 사용자 인터페이스-01
시험분야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시험명 / 시험번호

사용자 인터페이스-01 / Ⅴ-I-01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UI-01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이 e-Call 센터로 시험용 최소 사고 정보(MSD)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정상적으로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의 통신모듈이 Call-Box에 정상적으로 등록 (데이터 송수신 가능)

Ÿ

PSAP Simulator와 Call-Box가 정상적으로 연결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DUT가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험용 MSD 생성
시험절차

※ Test Call 기능 활성화 방법은 DUT 제작사에서 제공

③ DUT로부터 Call-Box를 통해 PSAP Simulator로 시험용 MSD 전송
④ PSAP Simulator에서 수신한 시험용 MSD 디코딩 및 결과 확인

판정기준

PASS

FAIL

PSAP Simulator에서 수신한 시험용

PSAP Simulator에서 수신한 시험용

MSD 내 제어 종류(controlType)

MSD 내 제어 종류(controlType)

정보에서 ‘testCall’필드 값이

정보에서 ‘testCall’필드 값이

‘true’로 기록

‘false’로 기록

※ 시험용 e-Call 발신 인터페이스는 아래의 경우 필요할 수 있음
비 고

- 상호운용성 시험 시 수동 발신 용
- 차량 정기 검진 시 시험용
- 운전자의 e-Call 정상 작동여부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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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용자 인터페이스-02

<표 3-21> 사용자 인터페이스-02
시험분야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시험명 / 시험번호

사용자 인터페이스-02 / Ⅴ-I-02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UI-02
FPI 단말이 수동으로 e-Call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수동 신고 인터

시험목적

페이스를 정상적으로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
※ Test e-Call 발신과 별개로 구분

시험 초기조건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의 통신모듈이 Call-Box에 정상적으로 등록 (데이터 송수신 가능)

Ÿ

PSAP Simulator와 Call-Box가 정상적으로 연결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DUT가 지원하는 수동 신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e-Call 기능 활성화
시험절차

※ 수동 신고 인터페이스 : SOS button 등
③ DUT에서 수집된 정보를 MSD 데이터 구조에 맞게 인코딩
④ DUT로부터 Call-Box를 통해 PSAP Simulator로 MSD 전송
⑤ PSAP Simulator에서 수신한 MSD 디코딩 및 결과 확인
PASS

판정기준

FAIL

PSAP Simulator에서 수신한 MSD

PSAP Simulator에서 수신한 MSD

내 제어 종류(controlType) 정보에서

내 제어 종류(controlType) 정보에서

‘automaticActivation’필드 값과

‘automaticActivation’필드 값과

‘testCall’필드 값이 모두

‘testCall’필드 값 중 하나라도

‘false’로 기록

‘true’로 기록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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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용자 인터페이스-03

<표 3-22> 사용자 인터페이스-03
시험분야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시험명 / 시험번호

사용자 인터페이스-03 / Ⅴ-I-03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UI-03
FPI 단말이 오작동시 혹은 e-Call 센터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경미 사

시험목적

고 발생 시 긴급구난 요청을 취소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정상
적으로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

시험 초기조건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의 통신모듈이 Call-Box에 정상적으로 등록 (데이터 송수신 가능)

Ÿ

PSAP Simulator와 Call-Box가 정상적으로 연결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DUT에서 자동/수동 신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e-Call 기능 활성화
③ DUT에서 수집된 정보를 MSD 데이터 구조에 맞게 인코딩
시험절차

④ DUT로부터 Call-Box를 통해 PSAP Simulator로 MSD 전송
⑤ PSAP Simulator에서 MSD 수신 확인
⑥ DUT가 지원하는 취소 인터페이스를 통해 e-Call 기능 취소 요청
※ 취소 요청 인터페이스 : 음성, 버튼 등
⑦ PSAP Simulator에서 DUT에서 요청한 e-Call 취소 요청 확인

판정기준

PASS

FAIL

PSAP Simulator에서 수신한 취소 요청

PSAP Simulator에서 수신한 취소 요청

MSD 내 제어 종류(controlType)

MSD 내 제어 종류(controlType)

정보에서 ‘cancelRequest’필드 값이

정보에서 ‘cancelRequest’필드 값이

‘true’로 기록

‘false’로 기록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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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용자 인터페이스-04

<표 3-23> 사용자 인터페이스-04
시험분야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시험명 / 시험번호

사용자 인터페이스-04 / Ⅴ-I-04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UI-04
FPI

시험목적

단말이

e-Call

소프트웨어의

정상

작동,

e-Call

센터(PSAP

Simulator)와의 연결 상태 및 서비스 불가 등 상태 표시 기능을 정상적
으로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

시험 초기조건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의 상태 표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성화
※ 모든 상태 표시 기능은 제조사의 구현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Ÿ

DUT의 통신모듈이 Call-Box에 정상적으로 등록 (데이터 송수신 가능)

Ÿ

PSAP Simulator와 Call-Box가 정상적으로 연결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PSAP Simulator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DUT에서 지원하
는 상태 표시 기능을 확인
시험절차

※ 예) 초록색 LED 점등
③ PSAP Simulator와 연결이 끊어져 있을 때, DUT에서 지원하는 상태
표시 기능을 확인
※ 예) 붉은색 LED 점등

판정기준

DUT가 지원하는 상태 표시 기능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결 상태 및
서비스 불가 상태가 표시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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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용자 인터페이스-05

<표 3-24> 사용자 인터페이스-05
시험분야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시험명 / 시험번호

사용자 인터페이스-05 / Ⅴ-I-05

기술표준 요구번호

FPI-UI-05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FPI 단말에서 사고 판단 시 e-Call 처리 진행 상태를 운전자/탑승자(시
험자)가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의 e-Call 처리 진행 상태 표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성화
※ 진행 상태 표시 기능은 제조사의 구현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Ÿ

DUT의 통신모듈이 Call-Box에 정상적으로 등록 (데이터 송수신 가능)

Ÿ

PSAP Simulator와 Call-Box가 정상적으로 연결

①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② DUT의 e-Call 기능 활성화
③ Call-Box를 통하여 발신된 MSD의 PSAP Simulator으로 전송여부
시험절차

확인
※ MSD 전송에 실패한 경우도 인지 가능한 표시 방법을 지원하여야 함

④ ①∼③까지 각 과정에 대하여 DUT가 지원하는 e-Call 처리 진행 상
태 표시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
판정기준

DUT가 지원하는 e-Call 처리 진행 상태 표시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e-Call 처리 진행 상태 표시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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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부 시험
7.1.

GNSS 시험 관련 일반사항

7.1.1.

GNSS 수신기 시험 관련 일반사항

a) 시험 대상 DUT는 GNSS 수신기와 안테나가 있어야 한다.
※ GNSS 시험에서 GPS는 필수적으로 시험하며 그 밖에 GLONASS, Galileo, SBAS 등 기타
위성항법시스템의 경우 단말기의 지원여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험한다.
b) 시험 샘플은 최소 3개 이상이여야 한다.
c) 시험 온습도 조건은 ISO 16750-1 표준을 따른다.
- 온도 : (23 ± 5)℃
- 상대습도 : 25 ~ 75%

7.1.2.

GNSS 수신기 시험 환경 및 장비 구성

GNSS 수신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장비 구성은 아래 [그림 3-6] GNSS 수신기 시험 연결도
와 같이 한다.

[그림 3-6] GNSS 수신기 시험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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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GNSS 수신기 파라미터 설정

a) 정지 모드(Static Mode)
<표 3-25> 정지 모드를 위한 GNSS 신호발생기 파라미터 설정
GNSS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정 값

Test duration, hh:mm:ss

01 : 00 : 00

Output frequency

1 Hz

AECD/ACES location

Any specified land point between latitude range
80°N and 80°S in coordinate system WGS84

Troposphere :

Standard predefined model by the GNSS simulator

Ionosphere :

Standard predefined model by the GNSS simulator

PDOP value

≥ 2.5 (in the test time interval)
- GNSS GPS(L1 frequency band C/A code);

Simulated signals

- GNSS GLONASS(L1 frequency band CT code);
- GNSS Galileo(E1 frequency band OS);
- Combined GNSS GPS/GLONASS/Galileo/SBAS

Signal strength :
- GNSS GPS ;

minus 138.5 dBm

- GNSS GLONASS ;

minus 141 dBm

- GNSS Galileo

minus 135 dBm
- GPS satellites

: ≥ 6

Number of simulated

- GLONASS satellites : ≥ 6

satellites :

- Galileo satellites

: ≥ 6

- SBAS satellites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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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동 모드(Dynamic mode)
<표 3-26> 이동 모드를 위한 GNSS 신호발생기 파라미터 설정
GNSS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정 값

Test duration, hh:mm:ss

01 : 00 : 00

Output frequency

1 Hz

AECD/ACES location :

Any specified land point between latitude range

- CS WGS-84 ;

80°N and 80°S in coordinate system WGS84

Model of movement :

Manoeuvring movement

- speed, km/h ;

140

- turn radius, m ;

500

- turn acceleration, m/s2

0.2

Troposphere :

Standard predefined model by the GNSS simulator

Ionosphere :

Standard predefined model by the GNSS simulator

PDOP value

2.0 ≤

Simulated signals

Combined GPS / GLONASS / Galileo / SBAS

PDOP ≤ 2.5 (in the test time interval)

Signal strength :
- GNSS GPS ;

minus 138.5 dBm

- GNSS GLONASS ;

minus 141 dBm

- GNSS Galileo

minus 135 dBm
- GPS satellites

: ≥ 6

Number of simulated

- GLONASS satellites : ≥ 6

satellites :

- Galileo satellites

: ≥ 6

- SBAS satellites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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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GNSS 수신기 시험조건 정의

a) 개활지(Open Sky)
- 개활지 정의
<표 3-27> 개활지 구역별 정의
Zone

Elevation range (deg)

Azimuth range (deg)

A

0 ~ 5

0 ~ 360

Background

Area out of Zone A

[그림 3-7] 개활지 GNSS 신호 패턴

- 개활지 GNSS 신호 plot–attenuation :
<표 3-28> 개활지에서의 GNSS 신호 감쇠 값
0 dB
A

-100 dB 혹은 신호 값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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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도심협곡(Urban Canyon)
- 도심협곡 정의
<표 3-29> 도심협곡 구역별 정의
Zone

Elevation range (deg)

Azimuth range (deg)

A

0 – 5

0 – 360

B

5 - 30

210 – 330

C

5 - 30

30 - 150

Background

Area out of Zones A, B, C

[그림 3-8] 도심협곡 GNSS 신호 패턴

- 도심협곡 GNSS 신호 plot–attenuation :

<표 3-30> 도심협곡에서의 GNSS 신호 감쇠 값
0 dB
B

-40 dB

C

-40 dB

A

-100 dB 혹은 신호 값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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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NMEA-0183 메시지 출력

<표 3-31> NMEA-0183 메시지 출력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NMEA-0183 메시지 출력 / Ⅵ-J-01

기술표준 요구번호

UNECE_WP.29_GRSG_AECS_Draft_Regulation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GNSS 수신기의 수신정보를 NMEA-0183 프로토콜 형식으로 외부 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GNSS 신호발생기 간 정상적으로 연결

Ÿ

GNSS 신호발생기 파라미터 : a) 정지 모드

Ÿ

GNSS 시험조건 : a) 개활지

① DUT Power On
시험절차

②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③ GNSS 신호발생기를 통해 GNSS 신호 발생
④ DUT의 GNSS 수신기가 수신한 NMEA-0183 메시지를 로깅(Logging)

판정기준

비 고

위치정보를 NMEA-0183 프로토콜 형식(RMC, GGA, VGT, GSA 및
GSV메시지)으로 정상 출력
Ÿ

GPS, GLONASS, Galileo, SBAS 등 지원하는 모든 GNSS에 대해서 확인

Ÿ

GGA 메시지의 6번째 필드값이 2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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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개별 GNSS 신호 수신 및 처리

<표 3-32> 개별 GNSS 신호 수신 및 처리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개별 GNSS 신호 수신 및 처리 / Ⅵ-J-02

기술표준 요구번호

UNECE_WP.29_GRSG_AECS_Draft_Regulation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GNSS 수신기가 GPS, GLONASS, Galileo, SBAS 등 개별 GNSS 신호
수신 가능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GNSS 신호발생기 간 정상적으로 연결

Ÿ

GNSS 신호발생기 파라미터 : a) 정지 모드

Ÿ

GNSS 시험조건 : a) 개활지

① DUT Power On
②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시험절차

③ GNSS 신호발생기를 통해 GPS, GLONASS, Galileo, SBAS 신호를
각각 순차적으로 발생시켜 반복 시험
④ DUT의 GNSS 수신기가 수신한 각 GNSS 신호를 확인

판정기준
비 고

GNSS 신호발생기로부터 L1/E1 대역에서 개별 GNSS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고 처리
GPS, GLONASS, Galileo, SBAS등 지원하는 모든 GNSS에 대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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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결합된 GNSS 신호 수신 및 처리

<표 3-33> 결합된 GNSS 신호 수신 및 처리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결합된 GNSS 신호 수신 및 처리 / Ⅵ-J-03

기술표준 요구번호

UNECE_WP.29_GRSG_AECS_Draft_Regulation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GNSS 수신기가 GPS, GLONASS, Galileo, SBAS 등 결합된 GNSS 신호
수신 가능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GNSS 신호발생기 간 정상적으로 연결

Ÿ

GNSS 신호발생기 파라미터 : a) 정지 모드

Ÿ

GNSS 시험조건 : a) 개활지

① DUT Power On
②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시험절차

③ GNSS 신호발생기를 통해 GPS, GLONASS, Galileo, SBAS 등
결합된 신호를 발생
④ DUT의 GNSS 수신기가 수신한 결합된 GNSS 신호를 확인

판정기준

비 고

GNSS 신호발생기로부터 L1/E1 대역에서 결합된 GNSS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고 처리
GPS, GLONASS, Galileo, SBAS 등 지원하는 모든 GNSS에 대해서
2개 이상 결합된 GNSS에 대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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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WGS-84 좌표 체계로 위치정보 표출

<표 3-34> WGS-84 좌표 체계로 위치정보 표출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WGS-84 좌표 체계로 위치정보 표출 / Ⅵ-J-04

기술표준 요구번호

UNECE_WP.29_GRSG_AECS_Draft_Regulation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WGS-84 좌표 체계로 위치 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GNSS 신호발생기 간 정상적으로 연결

Ÿ

GNSS 신호발생기 파라미터 : a) 정지 모드

Ÿ

GNSS 시험조건 : a) 개활지

① DUT Power On
②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시험절차

③ GNSS 신호발생기를 통해 GPS, GLONASS, Galileo, SBAS 신호를
발생
④ DUT의 GNSS 수신기가 수신한 NMEA-0183 메시지를
파싱(Parsing)하여 결과 확인

판정기준
비 고

해당하는 위치정보를 WGS-84 좌표 체계(위도, 경도)로 정상 표시
GPS, GLONASS, Galileo, SBAS등 지원하는 모든 GNSS에 대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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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수평위치 오차(고정점)

<표 3-35> 수평위치 오차(고정점)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수평위치 오차(고정점) / Ⅵ-J-05

기술표준 요구번호

UNECE_WP.29_GRSG_AECS_Draft_Regulation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정지 모드에서 수평 위치 오차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GNSS 신호발생기 간 정상적으로 연결

Ÿ

GNSS 신호발생기 파라미터 : a) 정지 모드

Ÿ

GNSS 시험조건 : a) 개활지, b) 도심협곡

① DUT Power On
②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③ GNSS 신호발생기를 통해 GPS, GLONASS, Galileo, SBAS 신호를
시험절차

발생
④ DUT의 GNSS 수신기가 수신한 NMEA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치의
수평 오차 계산
⑤ GNSS 시험조건을 도심협곡으로 설정하고 ①~④ 시험절차를 반복
수평 위치 오차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판정기준

- 개활지 환경 : 15m 이내(PDOP는 2.0 ~ 2.5, 신뢰수준은 0.95)
- 도심협곡 환경 : 40m 이내(PDOP는 3.5 ~ 4, 신뢰수준은 0.95)

비 고

GPS, GLONASS, Galileo, SBAS등 지원하는 모든 GNSS에 대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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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이동 위치 정확도

<표 3-36> 이동 위치 정확도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이동 위치 정확도 / Ⅵ-J-06

기술표준 요구번호

UNECE_WP.29_GRSG_AECS_Draft_Regulation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이동 모드에서 수평 위치 정확도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GNSS 신호발생기 간 정상적으로 연결

Ÿ

GNSS 신호발생기 파라미터 : b) 이동 모드

Ÿ

GNSS 시험조건 : a) 개활지, b) 도심협곡

① DUT Power On
②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③ GNSS 신호발생기를 통해 GPS, GLONASS, Galileo, SBAS 신호를
시험절차

발생
④ DUT의 GNSS 수신기가 수신한 NMEA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치의
수평 오차 계산
⑤ GNSS 시험조건을 도심협곡으로 설정하고 ①~④ 시험절차를 반복
수평 위치 정확도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판정기준

- 개활지 환경 : 15m 이내(PDOP : 2.0~2.5 , 신뢰수준 0.95)
- 도심협곡 환경 : 40m 이내(PDOP : 3.5 ~ 4.0, 신뢰수준 0.95)

비 고

Ÿ

속도 범위 : 0 ~ 140km/h

Ÿ

가속 범위 : 0 ~ 2G (선형적)

Ÿ

GPS, GLONASS, Galileo, SBAS등 지원하는 모든 GNSS에 대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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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GNSS 수신감도

<표 3-37> GNSS 수신감도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GNSS 수신감도 / Ⅵ-J-07

기술표준 요구번호

UNECE_WP.29_GRSG_AECS_Draft_Regulation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GNSS 수신기의 수신 성능 측정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GNSS 신호발생기 간 정상적으로 연결

Ÿ

GNSS 신호발생기 파라미터 : a) 정지 모드

Ÿ

GNSS 시험조건 : a) 개활지

① DUT Power On
②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③ DUT의 GNSS 수신기를 Cold Start로 시동
④ GNSS 신호발생기의 GNSS 신호 레벨을 –144 dBm으로 설정
⑤ DUT의 GNSS 수신기에서 최초 수선 시간을 측정
시험절차

⑥ DUT의 GNSS 수신기를 tracking mode로 변경
⑦ GNSS 신호발생기의 GNSS 신호 레벨을 –155 dBm으로 재설정
⑧ DUT의 GNSS 수신기에서 위치를 획득 할 때 까지 시간을 측정
⑨ GNSS 신호발생기의 GNSS 신호 레벨을 –150 dBm으로 재설정
⑩ DUT의 GNSS 수신기에서 위치를 획득할 때 까지 시간을 측정
⑪ GNSS 신호발생기의 Signal를 Off 하거나 안테나 케이블을 분리
⑫ 20초 후, GNSS 신호를 다시 연결 하였을 때 위치 재획득 시간 측정
DUT의 GNSS 수신기에서 수신기 입력에 대한 감도는 다음과 같아야 함:
- Cold Start에서 GNSS 신호 감지는 –144 dBm의 안테나 입력 단의
신호레벨에서 3,60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판정기준

- GNSS 신호 추적 및 항법 솔루션 계산은 -155 dbm의 안테나 입력
단의 신호레벨에서 최소한 600초 이내에 가능해야 함
- GNSS 신호의 재획득 및 항법 솔루션의 계산이 가능해야 하며 –150 dBm의
안테나 입력 단의 신호레벨에서 6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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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최초 수선 시간(TTFF)

<표 3-38> 최초 수선 시간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최초 수선 시간 / Ⅵ-J-08

기술표준 요구번호

UNECE_WP.29_GRSG_AECS_Draft_Regulation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GNSS 수신기의 최초 수선 시간 측정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GNSS 신호발생기 간 정상적으로 연결

Ÿ

GNSS 신호발생기 파라미터 : b) 이동 모드

Ÿ

GNSS 시험조건 : a) 개활지

① DUT Power On
②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③ DUT의 GNSS 수신기를 Cold Start로 시동
시험절차

④ GNSS 신호발생기의 GNSS 신호 레벨을 –130 dBm으로 설정
⑤ DUT의 GNSS 수신기에서 최초 수선 시간을 측정
⑥ DUT의 GNSS 수신기를 다시 Cold Start로 시동
⑦ GNSS 신호발생기의 GNSS 신호 레벨을 –140 dBm으로 설정
⑧ DUT의 GNSS 수신기에서 최초 수선 시간을 측정

판정기준

신호레벨 조건

PASS

-130 dBm

TTFF ≤ 60초

PASS 조건을 만족하지

-140 dBm

TTFF ≤ 300초

못할 경우 FAIL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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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

7.10. 위치 재획득 시간

<표 3-39> 위치 재획득 시간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위치 재획득 시간 / Ⅵ-J-09

기술표준 요구번호

UNECE_WP.29_GRSG_AECS_Draft_Regulation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GNSS 신호가 단절되었다가, 수신 될 때 위치획득 성능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GNSS 신호발생기 간 정상적으로 연결

Ÿ

GNSS 신호발생기 파라미터 : b) 이동 모드

Ÿ

GNSS 시험조건 : a) 개활지

① DUT Power On
②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③ GNSS 신호발생기의 GNSS 신호 레벨을 –130dBm으로 설정
④ GNSS 신호발생기를 통해 GPS, GLONASS, Galileo, SBAS 신호를
시험절차

발생
⑤ DUT의 GNSS 수신기가 위치를 계산 할 때 까지 15분간 대기
⑥ DUT의 GNSS 수신기를 Off 시키고, GNSS 신호를 60초간 차단(Block)
⑦ DUT의 GNSS 수신기를 On하여 위치 재획득 시간 측정
⑧ 위의 ⑥~⑦번 과정을 10회 반복하여 위치 재획득 평균 시간을 산출
PASS

FAIL

위치 재획득 평균 시간 < 20초

PASS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FAIL

판정기준

비 고

GPS, GLONASS, Galileo, SBAS등 지원하는 모든 GNSS에 대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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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위치정보 갱신 주기

<표 3-40> 위치정보 갱신 주기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위치정보 갱신 주기 / Ⅵ-J-10

기술표준 요구번호

UNECE_WP.29_GRSG_AECS_Draft_Regulation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GNSS 수신기의 위치정보 갱신 주기 확인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와 GNSS 신호발생기 간 정상적으로 연결

Ÿ

GNSS 신호발생기 파라미터 : b) 이동 모드

Ÿ

GNSS 시험조건 : a) 개활지

① DUT Power On
② DUT가 IDLE 상태인지 확인
시험절차

③ GNSS 신호발생기를 통해 GPS, GLONASS, Galileo, SBAS 신호를
발생
④ DUT의 GNSS 수신기가 수신한 NMEA 메시지를 로깅
PASS

FAIL

위치정보 갱신 주기 ≥ 1 Hz

PASS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FAIL

판정기준

비 고

GPS, GLONASS, Galileo, SBAS등 지원하는 모든 GNSS에 대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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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1

<표 3-41>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1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1 / Ⅵ-K-01

기술표준 요구번호

DUT가 전반적인 e-Call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Call 센터와 규정된

시험목적

절차와 프로토콜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 (상호운용
정상동작 절차 검증 시험)

시험 초기조건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 내/외 통신모듈과 Call-Box간 등록 상태

Ÿ

PSAP Simulator와 Call-Box가 정상적으로 연결

e-Call 시스템
동작 절차

[그림 3-9] 긴급 구난이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에 정의된 e-Call 시스템 동작 절차에 따라 DUT를 순차적으로
시험절차

동작시키고 DM Tool 및 Call-Box, PSAP Simulator(e-Call center)를
통해 DUT의 동작 결과 확인
※ 최초 e-Call 기능 활성화는 자동/수동 모두 가능

판정기준

정의된 동작 절차에 맞게 DUT가 정상적으로 동작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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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2

<표 3-42>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2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2 / Ⅵ-K-02

기술표준 요구번호

DUT가 전반적인 e-Call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Call 센터와 규정된

시험목적

절차와 프로토콜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 (상호운용
정상동작 절차 검증 시험)

시험 초기조건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 내/외 통신모듈과 Call-Box간 등록 상태

Ÿ

PSAP Simulator와 Call-Box가 정상적으로 연결

e-Call 시스템
동작 절차

[그림 3-10] 운전자/탑승자가 사고 신고를 취소한 경우
기술표준에 정의된 e-Call 시스템 동작 절차에 따라 DUT를 순차적으로
시험절차

동작시키고 DM Tool 및 Call-Box, PSAP Simulator(e-Call center)를
통해 DUT의 동작 결과 확인
※ 최초 e-Call 기능 활성화는 자동/수동 모두 가능

판정기준

정의된 동작 절차에 맞게 DUT가 정상적으로 동작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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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3

<표 3-43>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3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3 / Ⅵ-K-03

기술표준 요구번호

DUT가 전반적인 e-Call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Call 센터와 규정된

시험목적

절차와 프로토콜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 (상호운용
정상동작 절차 검증 시험)

시험 초기조건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 내/외 통신모듈과 Call-Box간 등록 상태

Ÿ

PSAP Simulator와 Call-Box가 정상적으로 연결

e-Call 시스템
동작 절차

[그림 3-11] e-Call 센터에서 사고 신고를 취소한 경우
기술표준에 정의된 e-Call 시스템 동작 절차에 따라 DUT를 순차적으로
시험절차

동작시키고 DM Tool 및 Call-Box, PSAP Simulator(e-Call center)를
통해 DUT의 동작 결과 확인
※ 최초 e-Call 기능 활성화는 자동/수동 모두 가능

판정기준

정의된 동작 절차에 맞게 DUT가 정상적으로 동작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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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4

<표 3-44>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4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e-Call 센터와의 연동 기능-04 / Ⅵ-K-04

기술표준 요구번호

DUT가 전반적인 e-Call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Call 센터와 규정된

시험목적

절차와 프로토콜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 (상호운용
정상동작 절차 검증 시험)

시험 초기조건

Ÿ

DUT와 Devices(기타 부속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Ÿ

DUT 내/외 통신모듈과 Call-Box간 등록 상태

Ÿ

PSAP Simulator와 Call-Box가 정상적으로 연결

e-Call 시스템
동작 절차

[그림 3-12] 시험시의 e-Call 시스템 동작 절차
기술표준에 정의된 e-Call 시스템 동작 절차에 따라 DUT를 순차적으로
시험절차

동작시키고 DM Tool 및 Call-Box, PSAP Simulator(e-Call center)를
통해 DUT의 동작 결과 확인
※ 최초 e-Call 기능 활성화는 자동/수동 모두 가능

판정기준

정의된 동작 절차에 맞게 DUT가 정상적으로 동작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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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보안 요구사항-01

<표 3-45> 보안 요구사항-01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보안 요구사항-01 / Ⅵ-L-01

기술표준 요구번호

(EU) 2017/79 – ANNEX Ⅷ - PART Ⅰ and Ⅲ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일반적인 동작 상태에서 FPI 단말은 지속적인 추적의 대상이 되거나 운
행기록을 감시당하지 않아야 함
Ÿ

DUT의 정상 서비스 상태 확인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① <위치 정보 수집 / I-A-04>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진행
시험절차

※ 위치 정보 수신 횟수가 최소 100회 이상일 경우, 시험 종료
②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DUT의 동작을 DM Tool을 통해 로깅
Ÿ

판정기준

DUT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e-Call 자동발신 혹은 운전자의 의도에
따른 e-Call 수동발신 이외에 차량의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면 안 됨

Ÿ

DUT의 내부 저장장치(메모리)에 최대 최근 3곳의 차량 위치만을 저
장해야 함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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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보안 요구사항-02

<표 3-46> 보안 요구사항-02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보안 요구사항-02 / Ⅵ-L-02

기술표준 요구번호

(EU) 2017/79 – ANNEX Ⅷ - PART Ⅱ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시험절차

판정기준

FPI 단말은 개인정보를 긴급상황 처리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보다 오
래 동안 저장하면 안되며,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는 완전히 삭제해야 함
Ÿ

DUT의 정상 서비스 상태 확인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① <사용자 인터페이스-02 / Ⅴ-I-02>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진행
② MSD 송신이 완료되고 13시간 후, DM Tool을 통해 로깅
e-Call 수동발신 13시간 후 관련된 e-Call 로그가 자동적으로 내부 저장
장치(메모리)에서 삭제되어야 함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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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보안 요구사항-03

<표 3-47> 보안 요구사항-03
시험분야

기타부

시험명 / 시험번호

보안 요구사항-03 / Ⅵ-L-03

기술표준 요구번호

(EU) 2017/79 – ANNEX Ⅷ - PART Ⅳ

시험목적
시험 초기조건

시험절차

판정기준

FPI 단말은 어떤 경우에도 제3자와 개인정보를 교환하면 안 됨
Ÿ

DUT의 정상 서비스 상태 확인

Ÿ

DUT와 DM Tool이 정상적으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① <사용자 인터페이스-02 / Ⅴ-I-02>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진행
②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DUT의 동작을 DM Tool을 통해 로깅
DUT는 e-Call 센터(PSAP Simulator) 이외에 제3자와 데이터 송수신을
한 이력이 없어야 함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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