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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로 활용분야 확대 되어가는 ’블랙박스‘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차량용 블랙박스' 첨단 안전기술로 무장…특허출원 급증

▶ 차량 충돌사고 예방 지원 기능이 탑재된 블랙박스 관련 특허출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32건으로 이전 3년간(2012~2014년)의 연평균 15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 차량 충돌사고 예방 지원 기능이 탑재된 블랙박스 관련 특허출원이 2011년까지 9건 이하에서 2012년
10건, 2013년 16건, 2014년 19건 등의 증가세
• 자율주행차의 기반 기술인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AS)의 주행 안전 기능이 카메라 기반의 차량용
블랙박스에도 적용되며,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
• 2008-2017년 특허 출원 현황으로는 국적별로 내국인이 167건(98%), 외국인이 4건(2%)로 나타났으며,
내국인중 중소·중견기업이 84건(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블랙박스에 탑재된 사고 예방 기술은 ①운전 보조(차선이탈 감지, 과속·신호위반 경고, 사각지대
영상 제공), ②운전자 상태 감시(졸음운전 감시, 전방주시태만 경보), ③충돌 위험 경고(차량·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 경고), ④차량제어 연계(충돌 위험시 차량 제동 및 비상등 점멸) 등
• 이 중 운전 보조 기술이 82건(48%)으로 출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충돌 위험 경고 67건(39%), 운전자
상태 감시 17건(10%), 차량제어 연계 5건(3%) 순

이통3사의 IoT에 대한 관심, 집을 벗어나 IoT블랙박스 연이은 공개

▶ (SKT) 최근 국내 통신장비 제조사인 '콘텔라'와 손잡고 IoT블랙박스 서비스 출시
• 블랙박스에 IoT 적용으로, 차량 사고의 통보와 충격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위치와 운행이력, 주차장소 확인 뿐 아니라, 등록된 지인에게 내 차의 긴급 녹화 알림을 전달할 수
있고, 차량 배터리 전압표시와 블랙박스 전원 끄기 등의 기능이 추가됨
• SK텔레콤의 로라망(LoRa)을 활용한 제품으로, 월 1,900원에 50MB의 데이터를 전송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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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_SKT, 콘텔라 제휴 블랙박스, 에어트론 Air10

출처 : 에어트론

▶ (KT) LTE를 기반으로 한 IoT블랙박스인 ‘이지박스’를 출시
• 전방 2개, 후방 1개 모두 3채널의 카메라로 관제하며, 전방 1개 카메라는 줌 기능을 지원
- 또한 GPS를 통한 위성관제와 영상 송신, 주차 중 알림 기능 지원
• 로라(LoRA)망이 소량의 데이터를 보내는데 적합한 만큼 블랙박스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점과
LTE-M의 영상 전송이 가능했으나 배터리 수명이 짧아 이용에 어려운 한계점을 극복
• LTE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차량 배터리 방전을 막도록 자동 종료 기능이 있어 데이터 전송 시에도
과부하가 걸리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 1GB까지 전송을 지원

▶ (LGU+) 팅크웨어와 IoT 기반 블랙박스 개발을 위한 협약
• 2018년 4월,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기반 블랙박스인 ‘아이나비 퀀텀2’를 공개, QHD 초고화질
영상에 야간에도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며, ADAS를 적용해 차선이탈감지(LDWS) 및 앞차 출발
알림(FVSA), 전방추돌경보시스템(FCWS), 저속주행 상황에서의 전방추돌경보시스템(uFCWS) 등 지원
• 팅크웨어의 통신기술인 ‘아이나비 커넥티드’를 활용해 주차 중 충격 알림에 차량정보 표출,
원격전원제어, 차량위치확인 등을 지원
• 차량 및 블랙박스 관련 정보 데이터는 블랙박스에 연결된 유심 칩이 장착된 별도 모듈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전달되며, 통신 모듈 및 망에 대한 사용을 지원하는 커넥티드 패키지 서비스를 별도 운영 예정
• NB-IoT는 배터리 소모가 적은 것이 특징이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대신 간단한 신호만 전송이 가능, 이에
아이나비 퀀텀2에 대해 처음 2년간은 정보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갱신할 때 유료로 전환한다는 방침
•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IoT 블랙박스 개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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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술, 위치정보, 블랙박스 전문 기업들의 ‘스마트 블랙박스’ 연이은 개발 노력

▶ GPS(위치정보), 운전자 보조시스템, 스마트폰 연동 등 블랙박스의 영역 확대 노력
• (네비로플러스) 블랙박스용 GPS 본격 공급
- 해당 GPS는 빠르고 정확한 Ublox 7 GPS모듈을 적용해 빌딩, 숲, 고가도로 등 장애물로부터 간섭을
받아 위치정보 데이터의 오차가 발생하는 멀티구간에서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
- 블랙박스에 연결 시 시간이 자동으로 셋팅되고 녹화위치, 운행방향, 운행속도 기록이 가능하며, 사용
중인 블랙박스에 안전운전도우미, 차로 이탈 경고시스템(LDWS) 기능 이용이 가능
• (한라홀딩스) ADAS 기능 탑재한 블랙박스 출시
- GPS를 통한 위치정보 확인이 아니라 촬영한 영상으로 차 주위 상황을 인식, 나이트 뷰 기능을 통한
어두운 환경에서 선명한 화질을 보장하며, 영상 순차적 저장 및 충격에서 영상을 보호하는
파일안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큐알온텍) 전후방 풀HD급 화질의 ADAS 적용 하이엔트 블랙박스 출시
- 2채널 블랙박스로, 전후방 모두 풀 HD 영상에, 어두운 주차장이나 야간 운행에도 밝고 선명한
영상을 지원하는 나이트비전 기술을 적용
-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내장되어 있어 내비게이션을 켜놓지 않아도 차량 속도를 알려주며,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수신해 위험 구간과 과속 단속 지점을 알려줌
• (티오씨) 이전 HD 블랙박스의 단점을 극복한 스마트 블랙박스 출시
- 고해상도의 단점이었던 높은 소비전력을 낮은 소비전력·발열설계로 대폭 개선
- 전후방 풀HD, 소니센서, 오토포맷, 차선이탈경보(LDWS), 전방추돌경보(FCWS), 앞차출발알림(FVSA),
차량 이벤트 발생 알림 등 ADAS 기능도 탑재
- 차량의 위치·이동내역과 저전압 상황 등을 알려주는 사물인터넷(IOT)·GPS 기능, 어두운 밤과
안개발생 시 밝고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역광보정기능(WDR) ·안개제거기능(DEFOG), 상시전원
차단과 주차 온오프(ON·OFF) 기능, 주차모션과 타임랩스 기능, 고온·저온 LCD보호 기능 등
• (헥스하이브) 왜곡이 심한 중국산 제품과 달리 전후좌우를 360도 QHD(쿼드HD) 고해상도로 촬영이
가능한 블랙박스 출시
- 소니 이미지 센서 'IMX179'를 탑재한 8메가픽셀 카메라를 사용했으며, 자체 개발한 QHD 3K 고화질
360로 렌즈 기술을 적용
- 3축 가속도 G센서와 온도센서, 전압센서, 위성항법시스템(GPS), 비상전원공급, 나이트비전, 영상떨림보정 등 기존
블랙박스에 내장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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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_영상기술, 위치정보, 블랙박스 전문 기업들의 ‘스마트 블랙박스’ 제품 출시(좌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네비로플러스, 'F2',
‘루카스 블랙박스 LK-9795’, '더지킴 Z-FF')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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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 문제에 대한 판결 동향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애플, 위치 정보 수집 배상 소송, 배상 책임 없음으로 최종 판결
▶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의 애플이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며 제조사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 판결
• 2018년 6월 21일, 2011년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애플코리아와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아이폰 3G와 3GS, 아이폰4 등 일부 기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기기 위치정보와 주변 통신기지국 정보 등이 애플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버그 발생 문제에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시정 조치 명령
-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2011년 8월 애플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애플 측은 "버그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위치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 1·2심은 "애플 측이 수집한 정보들은 개인을 식별하지 않은 상태로 수집돼 제3자는 물론 애플도
사용자들의 위치를 알 수 없었다"며 "외부 유출 사례도 찾아볼 수 없어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애플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판결 확정
• 1,2심 모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임을 인정하였으나, 사용자들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정도로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

美대법원 "휴대전화 위치추적 '영장' 필수" 판결

▶ 존 로버츠 대법원장, "카펜터의 휴대전화 정보에 대한 경찰의 수색은 수정헌법 4조에 의해 규정된
수색으로 간주된다"고 판시
• 2018년 6월 22일, 미 연방대법원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통신 회사에서 용의자의 위치 정보를 얻는
것이 불합리한 압수 및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어긴 것이라고 판결
• 정부(경찰)의 GPS(위치추적시스템) 데이터 접근은 개인의 헌법적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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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은 2011년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한 강도 사건에서 비롯되었으며, 경찰은 6번의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티모시 카펜터를 붙잡기 위해 카펜터의 휴대전화 이동통신사로부터
127일간 12,898건의 위치 정보를 받아 활용
- 이에 카펜터의 변호인은 경찰이 영장 없이 수개월 간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이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
• 1심에서 제6 항소법원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수정헌법 4조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의 금번 판결로 이어짐
-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 위치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법정의견을 연방대법원에 제출함

헌법재판소, 휴대폰 위치 추적 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휴대전화 사용 위치를 추적하고, 한 기지국을 통해 이뤄진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대거 수집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에 대해 헌재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1) 결정, 본 법 조항을 2020년 3월까지 수정 결정
• 위치추적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이하
요청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범인의 발견이나 범죄사실의 입증에 기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는 전제하에, 범인을 발견·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위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련 있는 자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위반되지 않는다고 봄. 즉,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판단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은 인정
: 다만,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실시간 위치추적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추적의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상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에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 등을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1) 헌법 불합치 :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법개정까지 법률을
한시적으로 존속시켜 시한을 두는 것

8

7월 2주

Weekly Report

- 위치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동법 제13조의3(이하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원칙 위배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시
: “이 사건 통지조항은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경우에 제공사실을
통지받더라도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자료가
파기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정보주체로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
: “수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기소중지된 경우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어
통지를 유예하는 방법, 일정한 조건 하에 정보주체가 그 제공요청 사유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통지의무를 위반한 수사기관을 제재하는 방법 등의 수단이 있다”고 설명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의미를 규정한 정의조항(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 기본권의 직접성이 부정돼 각하
• 자료제공 요청을 위한 법원의 허가에 관해 규정한 허가조항(제13조 제2항 본문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 영장주의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

▶ 헌재는, “요청조항은 그 제공요청의 요건으로 수사의 필요성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밖에 없게 됨. 그 결과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약 1%에 불과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음. 동법의 통신제한조치(제5조,
제6조)가 대상범죄를 제한하고 보충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남용방식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도 유사한 형태의 제한과 사후통지 강화 등으로 범죄 억제와 기본권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 “향후 국회의 개선 입법에 따라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의 요건이 추가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을
위한 사후통지 절차가 강화된다면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Reference
1.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2/201806220023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0/0200000000AKR20180620113700004.HTML?input=1195m
3.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2307500791920
4.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9/201806290018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5.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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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무료사용 범위 축소에 따른 변화 예고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Google Maps, 대대적인 개편 6월 11일부터 과금 확정

▶ 새로운 위치 기반 기능 및 제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구글 지도 서비스의 차세대 버전 '구글
맵스 플랫폼(Google Maps Platform)' 출시 발표
• 6월 11일부터 결제 계정을 만들어 API 키를 만들었거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결제 계정이 있는
사업자에게 구글 맵스 플랫폼 사용 권한을 줄 예정
- 일괄 유료 정책 도입을 고려해 결제 계정을 만들기만 해도 월 200달러(21만 6,200원)의 무료
사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나, 이를 초과하는 용량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
• 지금까지 구글은 하루 10만 콜에 해당하는 웹 서비스, 2만 500건의 지도 로드 서비스를 '표준'이라는
이름 아래 무료로 제공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웹서비스와 지도 서비스 사용자에 한하여 별도의 돈을
내고 ‘프리미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구글 맵스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API(운영체제간 통신 규격,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키 혹은
클라이언트 ID에 대하여 별도 구매가 필요
• API 키 혹은 클라이언트 ID가 없으면 '개발자 전용(For development purposes only)' 워터마크가
새겨진 저해상도 구글 맵만 사용 가능
- 방향과 거리, 골목길과 지역별 명소 등 지역 정보도 사용할 수 없어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제공 한계 발생

▶ Google Maps Platform, 핵심 서비스 단순화
• 18가지로 나눠어있던 API를 지도(Maps), 경로(Routes), 장소(Places) 등 3가지 핵심 서비스로 단순화
- 구글 지도 서비스의 영향력을 배달, 게임, 승차공유 서비스 등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임
- 지도∙경로∙장소 API를 중심으로 구글 맵스 플랫폼 과금 정책을 메기며 식당 위치, 식당 후기와 같은
핵심 정보가 담긴 API는 비싼 가격에, 일반 지도 정보는 싼 가격에 제공하는 등 매출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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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Maps API 전면 유료화, 글로벌 기업 영향

▶ 구글의 2011년 4월 발표한 지도 서비스 유료화 계획에 따라 사용량이 많은 글로벌 기업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국내 서비스만 할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가 제공하는 맵API로 대체할 수 있으나,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현지 지도 데이터를 공급받아야 하므로 구글맵 외에 대체가 어려움
•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1년부터 이미 구글과 유료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세계
각국의 서비스센터 위치 안내 등 지도 서비스를 위해 구글과 연간 2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 LG전자도
연간 1억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세분화된 요금제에 따른 계산에 위치정보 서비스 업체 혼란 가중

▶ 구글은 기존 구글 맵 사용자 중 98%가 요금 부담 없이, 무료 사용량만으로 위치정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밝혔으나, 기업은 '변경될 요금 가이드와 추가 요금 유무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
• 신설될 구글 맵스 플랫폼 요금은 지도, 경로, 장소 등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어디를 어떻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요금이 다르며, 구글 맵스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용 ‘일반 플랜’의 예상 청구 요금 시뮬레이션이 가능
• 중견·중소 기업에 필요한 '프리미엄 플랜' 관련 정보는 시뮬레이션할 수 없으며 이메일 개별 문의

Reference
1. ZDnet,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608124750&type=det&re=
1. ZDnet,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608164603&type=det&re=
2. IT조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7/2018051785054.html
3. IT조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8/2018051885056.html
4. IT조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8/2018051885041.html
5.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80611000332
6. 머니S,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6111808807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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