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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_미국 Wireless E911 시행안

FCC Wireless E911 추진 동향 및 시사점

구분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내용
시기

1. FCC Wireless E911 개요

Phase 1

Phase 2

PSAP에게 발신자의 콜번호와 PSAP에게 경도, 위도, 또는 X/Y 좌표와 같은 보다
셀 위치정보 제공

자세한 발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

이동전화 기지국의 위치를 반경

네트워크 사업자

요구사항 125m에서 67%의 정확성으로 100m: 67%의 정확성
□ 범죄, 재난 등의 긴급 구조를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제도

핸드셋 기반 사업자
50m: 67%의 정확성

PASP에게 제공

300m: 90%의 정확성

911 전화가 걸려온 기지국의

3개의 기지국 위치를

위치를 파악

이용한 삼각측량법 사용 네트워크 기반 사업자와

150m: 90%의 정확성
위성에서 전송되는 신호의

▶ 1999년 The 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 (911 Act) 시행으로 추진
• 공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서비스용 통신 인프라의 신속한 배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 모든 무선이동통신 사용자, 광대역 개인 통신 서비스 (PCS) 사용자, 특정 SMR (Specialized Mobile

방법

도착시간을 측정하여

비슷한 삼각측량법 사용

Radio)1) 사용자를 대상

출처: 인사이트 플러스(2010), 「미국 E911 제도 현황 및 시사점」

• 구조 요청자가 911로 신고하면 PSA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2)는 무선통신사업자에게 위치
정보를 요청하여 911에 신고한 발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 받음
그림 1_E911 System Architecture

• PASA(Public Safety Answering Point)는 911 신고를 접수하는 지역 응급 센터로 출동 관제 및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
※ 2017년 기준 FCC에는 총 8,539개의 PSAP가 등록되어 있음

▶ 911 통화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 Wireless 911 서비스의 효율성 및 신뢰성 개선을 위해 2단계에 걸쳐
E911(Enhanced 911) 규칙을 적용
• 1단계(Phase 1): PSAP의 유효한 요청 후 6 개월 이내에 이동 통신사에게 무선 911 전화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셀 사이트의 위치를 제공해야 함
• 2단계(Phase 2): PSAP의 유효한 요청 후 6 개월 이내에 무선 통신 사업자에게 PSAP에보다 정확한
정보, 특히 발신자의 위도와 경도를 제공
※ E911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 안전 기관, 무선 통신 사업자, 기술 공급 업체, 장비 제조업체 및
지역 유선 통신 업체 간의 조정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지역 911 PSAP 업그레이드가 필요

1) VHF220, UHF700, 800 또는 900MHz 대역의 서비스로 운영되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양방향 라디오 시스템으로 인터넷
액세스, 화물 위치 추적, 신용카드 인증, 차량 위치 추적 및 관리, 원격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음성 메일 등에 활용
2) 공공안전대응센터로 경찰비상콜센터를 의미, 비상 시, 911로 신고를 하면 PSAP에서 파악하여 긴급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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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lectronic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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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차세대 911(NG911)로의 이동과 관련하여, 광대역 기술을 활용한 긴급 911 통신 강화 접근법

2. FCC Wireless E911 추진 및 시행 경과

검토 권고와 관련된 National Broadband Plan 발표
□ 2005년부터 E911 관련 보고서 및 명령, 제안 고시를 지속적으로 채택

• 주요 내용 : NG911은 PSAP, 응급 처치 요원, 병원 및 기타 응급 대응 전문가들을 위한 상호 운용

▶ (2005년 6월) VoIP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911 기능 제공과 관련된 첫 번째 보고서(명령, 제안 고시)를 채택

• 위치 정확성 요구사항 변경 및 상호 연결된 VoIP 서비스에 대한 ALI(Automatic Location

및 통합 응급 대응 기능을 제공하는 것

Information)5)에 대한 요구사항 확장 가능성을 고려

• 주요 내용 : 고객이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표준 기능으로 E911 기능을 제공하는 것
• 실시간 양방향 음성 통신, 사용자 위치에서 광대역 연결, 인터넷 프로토콜이 호환되는 CPE(Customer
Premises Equipment)3), PSTN4)을 통한 송수신 허용 등이 주요 요구 사항

▶ (2010년 9월) Wireless E911 위치 정확도와 위치 정확도 추가 제안(FNPRM)6) 및 NOI7)에 대한 E911 위치

• 상호 연결된 VoIP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E911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 전화 번호

정확성이 요구된 두 번째 보고서 및 명령 채택

확인(ANI) 및 각 통화에 대한 발신자의 등록 위치를 포함한 911 전화를 PSAP에 전송해야 함

• 주요 내용 : 무선, VoIP 및 신규 광대역 음성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위치 정확성 문제를 검토

• 2008년 미의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고, 위원회 당국에 수정권한을 부여

• CMRS 사업자는 PSAP 기반 지리적 수준에서 E911 Phase 2 위치 정확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정확도 요구사항의 표준 구현을 위해 위치 정확성은 실외 측정에만 적용되며, 실내 위치에 대한

▶ (2007년 6월), Wireless E911 위치정확성 및 신뢰성 요구사항과 관련된 위치정확성 NPRM(Notice of

정확도 측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Proposed Rulemaking) 발표

• 또한 통신 사업자가 핸드셋 기반 또는 네트워크 기반 위치기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선

• 주요 내용 : 핸드셋 및 네트워크 기반 위치기술(하이브리드 솔루션) 결합에 대응하는 이점, 높은 위치

통신사업자가 PSAP 요청에 따라 통화별 신뢰도 및 불확실성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

정확성 요구사항 채택 여부, 실내외 사용,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합성

• LEC(Local Exchage Carrier), CLEC(Competitive Local Exchange Carrier), 무선통신 사업자(E911

테스트 방법론 제공 등에 대한 의견들을 검토

네트워크 소유자 및 응급 서비스 제공업체)와 PSAP 간에 데이터 전송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뢰도

• 로밍 및 다른 위치 기술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사 간 로밍할 경우, 911 전화 위치에 대한 위치 정확성

및 불확실성 데이터를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도 검토(이동 통신사 간 호환성 검토)
• 핸드셋 및 네트워크 기반 기술 위치 정확성에 대한 단일 표준 수립, 정확도 테스트를 위한 필수적인

▶ (2011년 3월) 통신 보안, 신뢰성 및 상호운용성위원회(CSRIC)8) 위킹그룹 4C에서 E911 위치 정확성을

일정 수립, 동일한 위치 정확도의 적용 등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검토

위한 기술 옵션 보고서 발표
• 현재 사용 중인 E911 및 공공 안전 위치 기술을 검토하고 차세대 공공 안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 (2008년 10월), NET911 개선법(NET 911 Act) 요구사항과 관련한 보고서 및 규칙 제공이 적용된 명령 발표

위한 현재 성능 및 제한 사항을 확인

• 주요 내용 : 상호 연결된 VoIP 사업자들이 911 및 E911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에 대한

• 신규 E911 공공 안전 위치 기술을 검토하고 위치 정확성 타임라인을 개선하기 위한 CSRIC의 옵션을 추천

액세스 권한을 제공

• 실내를 포함한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 위치 정확성 향상과 관련된 E911 기술 자문 그룹 설립

• 지역별 상이한 911 시스템 및 지형적 변화로 인해 상세한 규칙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상세한

• 유동 VoIP 서비스를 위한 911 자동위치 구현 방법, E911 및 위치 제공 의무를 Over the Top VoIP

규칙이나 기능에 대한 통제가 어려움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NET 911 개선법에서 부여된 권리 적용 가능성을 해당 법령에 포함된 권리로 넘어서는 단체들로
확대하는 것을 거부

3) 개인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유선인터넷, TV, 셋톱박스를 비롯하여, 기업이 이용하는 네트워크장비, 와이파이, 방화벽,
보안장비 등 사용자가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기기를 의미
4) 공공 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중 전화 교환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5

5)
6)
7)
8)

911과 같은 비상 응답 서비스를 호출할 때 발신자의 주소를 자동으로 중계하는 전자 위치 시스템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추가 명령 제안)
Notice of Inquiry: 특정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업계 및 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기 위해 발표하는 논의
미국 통신 인프라 및 공공 안전 통신에 관한 지침과 전문지식 제공 임무를 맡은 연방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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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위치) 명령 발효일로부터 무선 911 통화의 수직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 충족 조건을

3. Wireless E911 위치 정확도 요구사항

제시하고 있음
□ 2015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이동통신사업자(CMRS)를 대상으로 Wireless E911과 관련하여
수평 및 수직 위치의 정확도에 대한 규정과 위치 정확도 충족 요건을 제시하여 위치 측위 정확성 개선을
의무화함

• 3년 이내 : 모든 CMRS 제공업체는 보정되지 않은 대기압 센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핸드셋으로부터 PSAP가 이용할 수 있는 대기압 측정 데이터를 생성해야 함
• 3년 이내 : 전국 CMRS 제공업체는 제안된 Z축 측정법을 개발하기 위한 투명한 테스트 베드
프로세스를 사용해야 하며, 승인을 위해 제안된 측정 기준을 제출해야 함

▶ (수평 위치) 모든 CMRS 제공업체는 무선 911 전화에 대해 실행가능 위치 혹은 50m 이내의 X/Y 좌표를 제공
• 실행가능 위치는 발신자의 거리 주소와 주택•아파트와 같은 발신자의 위치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유사
정보와 같은 정보로 구성

• 6년 이내 : 전국 CMRS 제공업체는 상위 25개 CMA(Cellular Market Areas)9)에서 실행가능 위치, 혹은
위원회가 승인한 Z축 미터법을 구현하는 Z축 기술을 배포해야 함
- 발송 위치가 사용되는 장소 : NEAD(National Emergency Address Database, 국가 비상 주소

• 2년 이내 모든 무선 전화의 40%, 3년 이내에 모든 무선 전화의 50%, 5년 이내에 모든 무선 전화의
70%, 6년 이내에 모든 무선 전화의 80%에 대해 50m의 정확성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해야 함

데이터베이스)는 CMA 인구 25%에 해당하는 실행가능 위치 참조 지점의 총수로 채워져야 함
- Z축 기술이 사용되는 장소 : CMRS 제공업체는 CMA 인구 80%를 커버할 수 있는 Z축 기술을 배포해야 함

• 비전국 CMRS 제공업체(지역, 소규모 및 농촌 사업자)는 VoLTE 배포 시기에 따라 5년 혹은 6년 동안의
연장이 가능

• 8년 이내: 전국 CMRS 제공업체는 상위 50개 CMA의 기준에 따라 실행가능 위치 또는 Z축 기술을
배포해야 함
- 상위 25개 또는 50개 CMA 중 하나만을 담당하는 비전국 대상 CMRS 제공업체는 해당 기준 충족

표 2_CMRS 사업자 규모별 조건

사업자 구분

기간을 1년 유예할 수 있음

제출 횟수

지역

전국 CMRS

Ÿ

연 4회

Ÿ

대표 지역 6개

비전국 CMRS

Ÿ

연 2회

Ÿ

대표 지역 1개

비고
Ÿ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등

Ÿ

대표 지역 중 1개 or 1개 이상의

Deadlines
3년 이내

가장 큰 도시

표 3_CMRS 제공업체의 수평 위치 정확도 충족요건

Deadlines

표 4_CMRS 제공업체의 수직 위치 정확도 충족요건

Requirement
Ÿ

대기압 측정 데이터 생성(모든 CMRS 제공업체) 및 측정 기준 제출(전국단위
CMRS 제공업체)

6년 이내

Ÿ

CMA 인구의 80% 커버할 수 있는 위치정보 제공

8년 이내

Ÿ

상위 50개 CMA에게 FCC에서 정의한 미터법에 상응하는 위치정보 제공

Requirement

2년 이내

Ÿ

모든 무선 911 콜의 40%에 대해 50m 정확성으로 제공

3년 이내

Ÿ

모든 무선 911 콜의 50%에 대해 50m 정확성으로 제공

5년 이내

Ÿ

모든 무선 911 콜의 70%에 대해 50m 정확성으로 제공

6년 이내

Ÿ

모든 무선 911 콜의 80%에 대해 50m 정확성으로 제공

9) FCC에서 이동통신 라이선스 영역을 정의하는데 이용되며, 메트로폴리탄 통계 영역(MSA)와 농촌서비스 영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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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_CMRS 제공업체의 위치 정확도 관련 규정 준수 Timeline

Deadlines
2016-8-3

Deadlines
Requirement

Ÿ
Ÿ

실내 위치 테스트베드 설치
모든 CMRS 제공업체는 집계된 통화 위치 데이터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FCC,
2021-4-3

NENA, APCO, NASNA에 제출
Ÿ

2017-2-3

Ÿ

(비전국 CMRS) 제공업체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VoLTE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1년 이내에 위에 설명한 80% 기준을 충족해야 함

Ÿ

Ÿ

Ÿ

(전국 CMRS) 제공업체는 국가 긴급 주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2022-4-3

제공해야 함
Ÿ
Ÿ
Ÿ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비전국 CMRS) 제공업체는 실내 위치 정확성 요건의 이행에 관한 진도

Ÿ
Ÿ
Ÿ

(비전국 CMRS) 제공업체는 실내 위치 정확성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
2024-4-3

Ÿ

Ÿ

(전국 CMRS) 제공업체는 테스트베드의 데이터로 검증된 하나 이상의 제안된
제안된 측정 기준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위원회가 승인한 최종 측정

Ÿ

수직 위치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CMA 인구 80%를 차지하도록 배치해야 함
출처: FCC Indoor Location Accuracy Benchmarks

▶ FCC는 CMRS 제공업체가 실시간 911 통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균일한 방법을 제공하기

기준은 규칙에 명시된 후속 Z축 정확도 기준에 사용해야 함

위해 실시간 통화 데이터 보고 탬플릿을 개발

모든 CMRS 제공업체는 실내 위치 정확성 요구사항 구현에 관한 두 번째

• 전국 및 비전국 통신사업자의 모든 CMRS 제공업체는 필수 정기 실시간 데이터 제출을 위해 실시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020-4-3

실행가능 위치가 사용된다면 해당 시장 지역의 인구 25%에 해당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함

모든 CMRS 제공업체는 통화 데이터의 50%를 50m 수평정확도로 준수(6.3 제출)

Ÿ

수직 위치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CMA 인구 80%를 차지하도록 배치해야 함
상위 50개 CMA 중 하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전국 CMRS 제공업체는
dispatchable location 또는 z축 위치 정보를 FCC 승인 미터법에 따라 제공해야 함

(비전국 CMRS) 제공업체는 실내 위치 정확성 요구사항 구현에 대한 첫 번째

Z축 정확도 매트릭 승인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2018-8-3

dispatchable location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CMA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분산된 참조점이 있어야 함

모든 CMRS 제공업체는 통화 데이터의 40%를 50m 수평정확도 준수(6.3 제출)

Ÿ

Ÿ

수직 위치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CMA 인구의 80%를 차지하도록 배치해야 함
전국 CMRS 공급업체는 상위 50개의 CMA 각각에서 FCC 승인 측정 기준에 따라
dispatchable location 또는 Z축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함

2023-4-3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018-4-3

dispatchable location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CMA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분산된 참조점이 있어야 함

(비전국 CMRS) 제공업체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선택된 시험도시에서 수집한

계획을 제출해야 함
Ÿ

수직 위치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CMA 인구 80%를 커버하도록 배치해야 함
상위 25개 CMA 중 하나를 제공하는 비전국 CMRS 제공업체는 해당 CMA에서
dispatchable location10) 또는 FCC 승인 측정법에 따라 측정된 Z축 위치 정보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Ÿ

(전국 CMRS) 제공업체는 상위 25개 CMA 각각에서 파견 가능 지역 또는 FCC
승인 미터법에 따라 Z축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함

실시간 통화 데이터 또는 해당 지역의 가장 큰 카운티의 제공자는 6개월마다

2018-8-3

Ÿ

Ÿ
Ÿ

(전국 CMRS) 제공업체는 실내 위치 정확성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초기

및 보안 계획을 제출해야 함

2017-4-3

Requirement
(전국 CMRS) 제공업체는 통화 데이터의 70%를 50m 수평정확도로 준수(6.3 제출)

계획을 제출해야 함
Ÿ

2017-3-4

Ÿ

(전국 CMRS) 제공업체는 6대 테스트 도시에서 수집한 실시간 통화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Ÿ

Monthly Report

통화 데이터 보고 탬플릿을 사용해야 함

Ÿ

(전국 CMRS) 제공업체는 파견 가능한 위치 솔루션 배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함

Ÿ

모든 CMRS 제공업체는 보정하지 않은 모든 기압 데이트를 PSAP에 전달해야

Ÿ

모든 CMRS 제공업체는 통화 데이터의 70%를 50m 수평정확도로 준수(6.3 제출)

- 섹션 B: 총 실시간 911 통화 및 총 실시간 911 통화에서 제외된 총 911 통화 건수

Ÿ

(비전국 CMRS) 공급업체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VoLTE 네트워크를 제공한 후

- 섹션 C: 위치 결정 방법에 의한 보고

• 통화 데이터 보고 탬플릿은 테스트 도시 또는 카운티 당 다음의 정보를 요청
- 섹션 A: 제출 날짜, 서비스 제공자명, 양식을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6개월 이내에 위에 기술된 70%를 충족해야 함

- 섹션 D: 형태학에 의한 보고
- 섹션 E: 유형별 및 유형별 데이터에서 제외된 총 실제 911 통화 건수

10) 거리 이름, 아파트 정보등 주변 위치정보

9

10

2017년 5월

Monthly Report

2017년 5월

4. FCC Wireless E911 승인 요구사항

Monthly Report

5. 국내 긴급통화 위치추적 현황 및 시사점

□ CMRS 제공업체의 해당 날짜/해당 위치 정확도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인증 규정을 규정

□ 2012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서의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특정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ㆍ이용

▶ CMRS 제공업체를 위한 규칙(테스트베드 및 실시간 통화 데이터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에 대한 준수 의무를 규정
• 모든 CMRS 제공업체는 자사의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실내 위치 기술이 테스트베드에서 테스트된
방식과 동일하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이전까지는 112 신고만으로 개인의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했으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찰관서의 요청으로 개인이나 특정 물건의 위치정보를

• 또한, 6개 테스트 도시 중 하나 이상에서 실시간 통화 데이터를 분기별로 보고하는 전국 CMRS
제공업체는 해당 지역의 위치 기술 배치가 실시간 통화 데이터 보고용으로 사용된 지역과 동일한
기술이 배치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수집ㆍ이용할 수 있게 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의 ①항, ②항, ③항,
그리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서 ①항~⑪항11)

• 6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분기로 실시간 통화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 비전국 CMRS
제공업체는 자사의 실시간 911 통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정확성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해야 함

• 긴급 구조 상황에서 당사자가 112로 신고할 경우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위치추적을 실시하며,
제3자가 신고했을 경우에는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2017년 6월 2일까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증명하는 경우 2년 치 위치정확도와 관련된 벤치마크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위치추적 성공률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 2017년 4월 3일 현재 6개 시험 도시 중 하나 이상에서 실시간 통화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고한 경우
▲ 모든 무선 911 통화의 40%에 대해 50m 이내의 실행가능 위치 또는 X/Y 좌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실내 위치 기술 또는 이러한 기술을 배치한 경우 ▲ 커버리지 영역에
배치한 위치 기술이 실시간 통화 데이터 보고에 사용되는 영역에서 활용된 위치기술과 일치할 경우
▲ 2017년 4월 3일 현재 테스트 도시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시간
통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모든 무선 911 통화의 40%에 대해 50m 이내의 실행가능
위치나 X/Y 좌표를 제공하는 경우 ▲ 실내 기술들이 테스트베드에서 테스트된 기술들과 동일하게
네트워크에서 사용된 경우 ▲ 자체 실시간 통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2년 치 벤치마크 규정에 따라 검증한 경우
• 2년 치 벤치마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CMRS 제공업체는 2017년 6월 2일 인증 마감일 이전에
관련 규칙의 포기를 요청해야 함

•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12로 요청된 위치조회 185만 7천여 건 가운데 GPS나 Wi-Fi를 통한
위치추적 성공 건수는 43만 8천여 건으로 23%에 불과12)
• GPS나 Wi-Fi는 오차범위가 수십m 수준으로 오차가 최대 수Km까지 발생하는 기지국 위치추적 보다는
정밀하지만, 실내나 지하 등 GPS가 잡히지 않고, Wi-Fi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밀 위치 추적이
불가능
• 또한, 정밀 위치측정을 한 정보가 이동통신사를 거쳐 경찰청 서버로 들어왔다가 지방결찰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75%의 정보가 유실된 것도 위치추적 성공률이 낮은 요인 중의 하나로 분석13)
• 한편, 국내 생산 스마트폰의 경우 긴급통화에 한 해 전화가 끊겨도 GPS나 Wi-Fi 추적이 가능하지만,
아이폰의 경우 2013년 9월 이전 모델의 경우 GPS나 Wi-Fi를 통한 추적이 불가능하며, 이후 모델도
30초 이상 통화가 될 경우에만 추적이 가능

□ 기밀 유지 및 인증 갱신의 의무도 규정

▶ 신기술을 네트워크에 도입할 때마다 업데이트된 인증 제출이 필요
• CMRS 제공업체는 신기술을 네트워크에 도입할 때마다 업데이트된 인증을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테스트베드에서 이전 기술의 성능이 새롭게 배치된 기술과 동일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수정해야 함
• 이전에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테스트도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비전국 CMRS 제공업체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증을 업데이트해야 함
1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44&efYd=20170530#0000 참조
1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
13) 감사원 조사 결과,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38398_19842.html MBC 뉴스 기사 참조

- 해당 지역의 데이터를 FCC, NENA, APCO, NASNA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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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 개선 및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

■ 참고 문헌 ■
▶ 긴급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 개선과 함께 위치추적 기능 단말 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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