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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야

2

한다.
네트워크 보안장비는 기존 스위치, 라우터의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율을 지원하면서 애플리케
이션 계층(OSI, Layer 7)의 트래픽까지 탐지해 다양

Ⅰ. LAN/MAN

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고사양, 고기능의 장비
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들

LAN/MAN 분야에서는 유선 네트워크 장비로

에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의 트래픽 및 실제 망

대표되는 스위치, 라우터 등에 대한 성능 및 기능

(Real Network)과 유사한 다양한 시험용 트래픽을

시험을 비롯해 인터넷의 새로운 주소체계로 확산

생성하고 분석해 낼 수 있는 계측장비 수요도 증

되고 있는 IPv6에 대한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기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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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및 성능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종 네트워크 보안장비(방화벽, VPN, DDoS 탐지 장
비 등)의 성능 시험과 서버 장비에 대한 기능 및

Ⅱ. IPv6

부
록

성능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험 추진 절
차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누어진다.

최근 IPv6 관련 시험은 IPv6 프로토콜 및 기능

BMT(Bench Mark Test)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시험보다는 IPv6를 활용하는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성능·기능 확인 시험 서비스

관련 시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정 IPv6 서비스를

IPv6 국제공인시험 서비스(IPv6 Ready Logo)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IPv6 패킷 프로

시험 대상 장비(DUT : Device Under Test)가 스위

세싱 성능을 측정하며, 기존 IPv4 서비스를 대체

치, 라우터인 경우 기본 성능 측정값으로는 패킷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연구 형태의 시험

처리율(Packet Throughput), 패킷 손실률(Packet Loss

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

Rate), 패킷 지연 시간(Packet Latency) 등이 있으며,

해 국제표준화단체인 IETF에서도 IPv6의 시험방

기능 시험은 시험 대상 장비에 구현된 기능들을

법 론 을 정 의 하 는 표 준 문 서 (RFC 5180 : IPv6

이용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제 그 기능들

Benchmarking Methodology for Network Interconnect

의 정확한 동작 유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

Devices)를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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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에서는 기존의 RFC 2544에서 정의

는 각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실제 사

한 것과 시험방법론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접근

업자망 환경을 기본으로 시험 환경을 구축했으

했으나, IPv6 특성을 고려한 부분이 추가되었다.

며, 수요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익스텐션 헤더

있다.

(Extension Header)에 대한 고려와 IPv6 고정 헤더의

서비스 품질에서는 현재 음성품질에 대한 시

길이(40byte)에서 오는 시험방법론, IPv6 필터링에

험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음성 분야의 시험 방법

대한 시험방법론, IPv4/IPv6 듀얼스택(Dual Stack)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QoE(MOS)와

의 시험방법론 정의 등이 있다.

QoS(R값)이다. 장비의 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에서

또한 국제 IPv6포럼이 추진하는 IPv6 레디로

는 주로 MOS 방식이 쓰이고 있으며, 사업자망 환

고(Ready Logo) 프로그램에서는 2008년 현재 IKEv2,

경을 고려한 시험에서는 E모델(E-model)을 적용한

SIP에 대한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기술이 개

R값 측정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두 가지 방식

발된 상태이다. 이는 인터넷의 단대단(End-to-End)

도 다시 수동형 모니터링(Passive Monitoring)과 능

투명성(Transparency)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동형 테스팅(Active Testing) 방법으로 나뉘며, 사업

기술에 우선순위를 할당한 것으로, 해당 기술을 통

자의 인터넷전화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능동

해 IETF 및 IPv6포럼은 NAT 프로블럼(Problem) 및

형 테스팅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관리 포인트의 증가와 같은 기존의 IP 네트워크에
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영상전화 등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영상품
질 지표 및 방법은 아직 명확하게 표준화가 진행
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외국에
서도 IPTV 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V팩터 (V-

Ⅲ. MMoIP

Factor), V-MOS 등에 대한 영상품질 지표의 표준

화와 측정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전화 서

2009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비스 분야는 TTA가 2005년부터 서비스 사업자를

또한 인터넷전화의 정보보안 기본규격이 완성

대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사

되고, 이에 대한 시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적

용자 체감 품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장비시험 인

인 시험 방안으로는 장비 간 상호운용성 시험을

증 분야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분석을 위해 IP 패

들 수 있으며, 기준 장비를 개발해 시험 대상 장비

킷을 분석하여 처리하는 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었

의 보안 기능을 검증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으며, 다양한 품질요소(Factor)도 제공하고 있다.
호 처리 장비의 대용량화에 따라 콜 제너레이
터(Call Generator) 등의 장비도 대량의 호를 발생할

Ⅳ. ITS

수 있도록 개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 부가 서
비스의 호환성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TT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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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동차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교통정보나 응

구현하기 위한 근거리무선통신 기술, 표준, 제품

급상황 대처, 원격 차량진단, 인터넷 이용 등의 다

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블루투스는 크기가 작고

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ITS는 자동차

저렴한 가격과 적은 전력소모로 이동통신 단말

산업, 통신산업, 단말기산업 등 여러 산업체가 가

기, 휴대용 PC 등과 같은 휴대장치와 헤드셋, 프

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복합 산업으로 관련 표

린터, 내비게이션 등 기타 주변장치들을

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10~100m 이내에서 무선 연결이 가능하게 한다.

ITS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 시스템 구성은

블루투스는 다양한 종류의 기기를 무선으로

차량의 단말기 영역과 센터의 서버 영역, 그리고

접속하기 위한 표준 무선기술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 간의 무선접속을 위한 통신망 영역으로 이

이를 위해 제조업체는 블루투스가 탑재된 기기의

루어진다. 즉 ITS 시스템에서 시험인증이 필요한

상이함에 관계없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방법

분야 역시 크게 이들 세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을 채택하고 있다.

관련 표준 및 기술 개발 현황이 미진할 뿐만 아니

블루투스SIG(Special Interest Group)는 1999년 12

라,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 역시 없는

월에 블루투스 버전 1.0B 기술규격, 2000년 2월에

상황이어서 활성화되기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블루투스를 인증하기 위한 규약인 PRD(Program

것 같다.

Reference Document) 버전 1.0을 발표한 후, 2001년

현재 서비스 중인 시험 분야는 버스정보 시스

2월에 블루투스 규격 버전 1.1을 발표하면서 본격

템이나 전자 요금지불 시스템 등에서 주로 이용

적인 블루투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다. 2003

되는 기지국과 차량 간 무선통신기술인 5.8GHz

년 11월에 AFH(Adaptive Frequency Hoppong) 기술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가 있다.

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규격 버전 1.2를 채택해

5.8GHz DSRC는 5.8GHz 대역의 무선 주파수를

ISM 주파수 대역에서 다른 무선전송 방식과의 간

사용하며, 1Mbps 통신속도의 단일채널로 L1, L2,

섭 문제를 해결했다(그림 1 참조).

L7의 프로토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TTA에서는

2004년 10월에 규격 버전 2.0+EDR(Enhanced

5.8GHz DSRC 시스템을 구성하는 노변장비(RSE :

Data Rate) 를 발 표 했 고 , 2007년 7월 에 버 전

Rode Side Equipment)와 차량 탑재 장비(OBE : On

2.1+EDR를 채택하였다. 또한 PRD도 2006년 11월

Board Equipment)에 대해 L2와 L7의 표준적합성 및

에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 PRD 2.0에서

상호운용성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는 블루투스 제품 간 상호호환성의 증대, 인증비
용의 감소, 인증 절차의 간소화 및 일관성을 유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8년 3월에 업그

Ⅴ. 블루투스

레이드된 PRD 2.1은 EPL(End Product Listing)을 의
무화하고 있다.

블루투스(Bluetooth)란 휴대용 장치 간의 양방

2007년 6월 블루투스SIG는 와이브리(Wibree)

향 근거리통신을 복잡한 케이블 없이 저가격으로

포럼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던 초저전력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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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블루투스 인증 프로그램 PRD 2.0

에 사용 가능한 Wibree 기술을 블루투스 규격으

가되고 있다.

로 흡수하면서 저 에너지(Low Energy) 블루투스라

2007년 한 해 동안 출시된 블루투스 제품이 약

는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했다. 저 에너지 블루

8억 개에 이르고, 2008년에는 약 10억 개, 2011년

투스는 의료와 센서 분야에서 많은 응용 서비스를

에는 낙관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약 19억 개에 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루투스 시

현재 블루투스 규격 버전 2.1+EDR가 기존의

험인증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송속도를 2~3배 향상시켰지만, 여전히 고속 데
이터의 전송에는 한계가 있다. 2009년에 블루투
스SIG는 기존의 무선통신 방식 중 UWB (Ultra

Ⅵ. ZigBee

Wideband) 기술 또는 802.11 기술을 선택해 블루

544

투스에 접목시킴으로써 향후 고속 데이터 전송을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의 기반기술로서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지그비(ZigBee)는 홈오토메이션, 정보가전 등의 분

802.11 기술이 우선 채택될 전망이다.

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래 지그비

현재 전세계에 출시되는 휴대폰의 약 60%가

라고 부를 수 있는 제품의 PHY/MAC은 IEEE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휴

802.15.4를 기반으로 하고, 지그비 얼라이언스

대폰 액세서리(예를 들면 헤드셋, 키보드, 카메라, 내비

(ZigBee Alliance)의 표준 프로토콜 스택(Stack)을 구

게이션, 프린터 등)에도 빠르게 블루투스 기능이 추

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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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지그비 응용 분야

또한 이러한 지그비 컴플라이언트(Compliant)

Infrastructure)용 전력량계, 휴대폰 응용 서비스인

플랫폼 위에 다양한 응용 프로파일을 구현해 현

모바일 결제와 위치기반 서비스(LBS) 등 다양한

장에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그비 얼라이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또한 u시티 사업에 지그

언스에서 정의하는 시험인증 프로그램은 다음의

비 기반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에

두 가지로 요약된다.

따라 교량 모니터링 시스템, 수질 모니터링 시스

ZigBee Compliant Platform : IEEE 802.15.4
PHY/MAC과 지그비 프로토콜 스택 시험
ZigBee Certified Product : 표준 프로파일
또는 자체 정의 프로파일 시험

템, 도시 기반시설 관제 시스템 등에 지그비 센싱
기술로도 활용될 전망이다(그림 2 참조).
2009년까지 지그비는 디바이스 시장에 주로

편

4
편

5
편

활용될 것이나, 2010년 이후부터는 USN의 무선

지그비 얼라이언스에서 2007년 말에 새롭게

네트워크에 적용되어 2012년에는 지그비 칩셋 출

발표한 ZigBee PRO 표준은 기존의 2006 표준과

하량이 1억 개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그비 시

비교해 대형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험인증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트워크 확장성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였다. 다른
통신 방식을 지닌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
록 메시지 분할 기능을 추가했으며, 간섭현상 발

3

Ⅶ. USB

생 시 채널을 변경해 주는 네트워크 기능, 대형 네
트워크에 최적화된 기기 주소관리 자동화 및 그

1996년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중심으로

룹 주소화, 네트워크 관리 및 구성 툴 기능을 포함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기기용 인터페이스로 제안

하고 있다.

된 USB(Universal Serial Bus) 기술은 2000년 480Mbps

따라서 ZigBee PRO 제품은 효율적인 에너지

의 고속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고속(Hi-

관리를 위해 빌딩 오토메이션 및 홈오토메이션

Speed) USB(USB 2.0)의 발표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

분야, 첨단 검침 인프라(AMI : Advanced Metering

되어, 2008년에는 전세계적으로 20억 개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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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기기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와 주변기기 간의 가장 보편

워크를 검증하고 허브, HID(Human Interface
Device), MSC(Mass Storage Class) 등과 같은 기

적인 상호접속 기술로서 자리잡은 USB는 기존의

기별 특성에 따른 적합성을 함께 시험한다.

유선뿐만 아니라 와이미디어 UWB(WiMedia UWB)

골드트리 상호운용성(Gold-tree Interoperability) :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선 USB 제품이 2007년부

USB는 호스트와 디바이스까지 7계층 연결

터 출시되고 있으며, 2008년 11월말에는 4.8Gbps

이 가능하므로 중간 연결 허브가 5개까지

급 속도를 지원하는 초고속(SuperSpeed) USB 기술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고속과 풀스피드를 함

규격(USB 3.0)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성공

께 지원해야 하고, 장치 연결 후 기기들 간

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USB 기술의 중요성을

의 기본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인식해 2008년 한 해 동안 USB 시험 제공을 위한

한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상호운용성을 검

테스트베드 구축에 노력하였다. 2008년 10월

증할 때 USB-IF에서 지정한 장비군들(KGD :

USB 기 술 및 인 증 을 총 괄 하 고 있 는 USB

Known Good Device)로 환경을 구성하게 되는

Implementers Forum(이하 USB-IF)으로부터 USB

데, 이를 골드트리 스위트(Gold-tree suite)라

공인시험소로 승인받아 고속 USB 제품에 대한 인

고 부른다.

증시험 제공을 시작하였다.

전기적 시험(Electrical Tests) : 고속 USB 기기
는 처음에 풀스피드로 동작을 시작하고, 일
정 시간 범위 안에 고속 신호를 감지해 송수
신 신호를 알맞게 변환한다. 또한 호스트의
명령에 따라 3핸드셰이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만약 정해진 시간 동안 USB 버

<그림 3> | 고속 USB 로고

스상에 신호가 없으면 서스펜드(Suspend) 모
드로 진입하게 되고, 리줌(Resume) 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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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IF 고속로고(Hi-Speed Logo)는 480Mbps 속

의해 이전 상태로 다시 복원될 수 있다. 이

도를 지원하는 USB 제품에 대한 인증로고이며,

와 같은 초기화 및 장치 연결 과정의 물리적

고속 USB 제품은 상호운용성을 위해 풀스피드

신호가 표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시험이

(Full-Speed)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

바로 전기적 특성 시험이다. 예를 들어 시험

고 있는 USB 메모리, 웹캠, 디지털카메라, 디지털

대상 허브의 상향포트에 대해서는 인러시

TV 등은 모두 고속 USB를 지원하고 있다(그림 4 참

커런트(Inrush Current), 백볼트(Back-voltage),

조). 고속 USB 인증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HS/FS 신호품질, 프로토콜, 수신감도 등을

USBCV(USB Command Verifier) : USB-IF에서

시험하고, 호스트와 허브의 하향포트에 대

제공하는 적합성 시험 툴로서 초기화 및 장

해서는 HS/FS 신호품질, 드롭·드루프

치 연결과 같은 기본적인 USB 기기 프레임

(Drop/Droop), 타이밍 등을 시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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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USB 디바이스 상호운용성 시험 구성도

편

시험을 위해서 호스트에서‘USBHSET’라는

고 고시하였다.

시험 툴로 시험 대상 장비를 제어하고 시험

이에 따라 500MHz의 광대역을 사용하는

용 비품(Fixture)를 사용해 오실로스코프에서

UWB가 국내에서는 간섭회피기술(DAA) 사용이

신호를 캡처한다.

2010년까지 유예된 4.2~4.8MHz 대역의 사용만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제품 출시도 늦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6GHz

Ⅷ. WiMedia

이상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UWB 인증제품이 출
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파수 제약에 따른 걸

2006년 7월 10일 옛 정보통신부에서 UWB 주

림돌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파수 분배에 대해서“3.1~4.8GHz 및 7.2~10.2GHz

MB-OFDM을 이용한 UWB 기술 확산을 추구

의 주파수 대역은 UWB(Ultra Wide Band) 통신용으

하는 와이미디어 얼라이어스(WiMedia Alliance)에서

로 사용하되, 3.1~4.8GHz 대역에서는 간섭회피기

2007년 11월에 6종의 UWB PHY 인증칩이 발표

술(DAA)을 적용한다. 단 4.2~4.8GHz 대역에서는

되었고, 와이미디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무선

간섭회피기술 적용을 2010년 6월까지 유예한다”

USB 인증제품 6종도 시장에 출시되었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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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기준으로 와이미디어 PHY 및 플랫폼 인증제

있다. 따라서 국내에 보급되는 RFID 제품과 서비

품은 20여 개 이상이며, 총 132개의 무선 USB 제

스에 대한 신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

품이 WUSB 인증을 획득하였다. 그동안 와이미디

다 중요하다. 아울러 RFID 인증 등 제품의 품질

어 인증은 모두 주기적인 인증 워크숍을 통해 이

검증에 대한 시장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루어졌지만, 2009년 상반기 중 공인시험소가 지정

이에 TTA에서는 900MHz대 수동형 RFID 리

되면 언제든지 시험소에서 인증시험을 통해 인증

더, 태그, 태그프린터 및 응용 시스템 등에 대한

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적합성, 상호운용
성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인증 서비스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RFID포럼

Ⅸ. RFID/USN

의 모비온 로고 인증을 위한 시험도 TTA에서 제
공하고 있다.

13.56MHz, 433MHz, 900MHz대(한국 908.5~914MHz),

433MHz와 2.45HGz 대역의 능동형 RFID에

2.45GHz 등의 주파수 대역에서 활용되는 RFID(Radio

대한 기술표준화도 ISO에서 완료되어 RTLS(Real-

Frequency IDdentification)는 주파수별로 기술표준과 용

Time Location System) 등 관련 장비시장도 성장하고

도가 ISO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들 RFID 기술

있다. 또한 EPCglobal에서는 유통·물류에서 아

중 2006년 7월에 ISO 표준화가 완료되어 유통물

이템 레벨(Item-Level) 태깅이 가능한 RFID 수요를

류, 교통, u시티, 홈네트워크, 환경, 국방, 생산 등

지원하기 위해 HF(13.56MHz) EPC Gen 2 표준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900MHz대 수동

추진하고 있다.

형 RFID는 세계적으로 RFID 시장의 성장을 주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 동안 900MHz대 RFID 시장이

Ⅹ. 홈네트워크

정부 주도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2008
년부터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수요 창출이 본격

홈네트워크는 초고속 인프라를 기반으로 네트

적으로 이루어기 시작했다. 특히 휴대단말기에

워크, 정보처리 등 다양한 IT기술이 접목되어 서

900MHz대 RFID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RFID에

비스를 창출하는 복합 산업 분야로, 가정 내의 정

대한 표준화와 기술개발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

보가전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기기·시

다. 모바일RFID포럼(www.mrf.or.kr)에서는 모바일

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RFID 서비스 명칭인‘모비온’로고를 이미 제정

할 수 있는 미래 가정환경이다.

했고, 2006년 시작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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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의 핵심요소 기술은 홈서버·홈게
이트웨이, 유무선 홈네트워킹, 지능형 정보가

이처럼 900MHz대 수동형 RFID는 B2B뿐만 아

전·미들웨어를 포함한다. 홈네트워크 기술은 이

니라 B2C 용도로까지 적용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러한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 간의 인터페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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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홈네트워크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보 무단 유용 사건이 불거지면서 크고 작은 소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송과 징계가 이어지는 등 개인정보의 유·노출 및

인터페이스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요소기술들
의 기능 및 성능 시험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네트
워크 기술이 동시에 사용될 때 간섭이 발생하거
나 성능저하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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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용과 같은 사건이 많이 발생해 개인정보 보
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08년에 일어난 해킹 사고를 피해기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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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 결과 기타(개인), 기업, 대학, 비영리 순으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인터페이스와 달리 응용

로 나타났다고 한다. 개인(72.8%)이 압도적으로 많

계층의 표준화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능 시험은

았지만, 기업도 22.9%로 해킹 사고 10건 중 3건이

수행하지만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없다. 홈네

기업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트워크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

영국의 Mi2g사는 웜, 바이러스, 기타 악성 소

비스의 표준화가 시급하고, 표준에 따른 시험을

프트웨어(Malware) 공격에 의한 피해 추정치와 명

수행해야 한다.

시적 디지털 공격(Overt digital attacks)1)에 의한 사이

홈네트워크 기기 시험·인증은 업체가 기기의

버 공격 발생률과 피해액에 대한 수치를 발표하였

기능 및 성능을 확인하거나 제품의 마케팅을 위

다. 여기서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손실, 데이터 탈취

해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최

및 삭제, 민감 정보 또는 지적재산권의 상실, 평판

근에는 홈네트워크 기기의 주된 수요자인 건설업

의 상실,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을

체에서 입찰조건으로 제3자 시험 결과를 요구하

약 9억 5,000만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고 있다.

미국의 CEI사는 수년 동안 악성코드 공격에 대한

2
편

3
편

4
편

5
편

금전적 비용 추정치를 약 10억 달러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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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정보보안 및 개

소프트웨어 분야

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
싱·해킹·바이러스 등 정보 유·노출과 관련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2)

Ⅰ. 보안·정보보호 SW

또한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 확립과 범죄
와 테러, 재난방지 등과 같은 정보화 역기능 방지

2008년 한 해는 옥션, GS칼텍스 등 대형 사이

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를 위해 정보보

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통신업체들의 개인

호에 대한 예산도 2008년 대비 2009년에 8.4% 증

1) 명시적 디지털 공격(Overt digital attack)이란 해커그룹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무단 접근해 공개적으로 가시화되는 구성요소를 변
조하는 공격이다. 이러한 공격 유형으로 데이터의 기밀성·가용성·무결성을 손상하는 데이터 공격이나 네트워크 제어 및 관리
시스템을 침해하는 제어공격을 들 수 있다.
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 이슈보고서 2008-8호, 20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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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전문인력 3,000명을 양성하는 등의 계획

WOA를 구현해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

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보안 SW에 대한 시험이

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플러스 서비스(S+S) 중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빌딩 블록(Building Block) 서비스에 WOA가 적용되
었고,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도 S3 (Simple
Storage Service), EC2(Elastic Cloud Computing) 등과 같

Ⅱ. WOA SW

이 클라우드(Cloud)상에 있는 컴퓨팅 자원을 활용
할 때 사용하는 아키텍처가 WOA이다.

WOA(Web-oriented Arcchitecture)는 SOAP(Simple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 오픈마루, 이글루

Object Access Protocol) 기반의 SOA를 보완할 수 있

스, 티스토리 등이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서비스

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SOA의 장점인

와 데이터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API 형태

민첩성(Agility), 재사용(Reuse) 등으로 인해 기업이

를 공개하는 것을 통해 매시업을 제공하는 정도

비용 절감, 빠른 시장 진입, 유연성 등의 이점을

이지만, 향후 WOA가 매시업의 확대 및 발전과

기대하는 데 반해, IT의 복잡성 증대로 인해 다른

맞물려 서비스 시장 영역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

시스템 간의 상호호환이 중요한 웹서비스 특성이

망한다.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이 유연한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고,
IT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WOA 기반 SW의 주요

또한 SOA 구현을 위한 기술 자체도 점차 복잡

특징은 유연성, 재사용성, 확장성, 통합성이라 할

해져 감에 따라 SOA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수 있다. TTA에서는 이러한 특징에 맞춰 SOA 기

있다. 이에 기존 개발자들이 활용하기 쉽고, 많은

반 SW의 품질 요구 특성을 적용하고 WOA 기반

사람이 사용해 검증된 웹 기술(REST 아키텍처, HTTP

SW의 특성을 보완해 품질평가모델을 개발하며,

프로토콜 등)을 이용해 상호운용성이 뛰어나고 위험

시험도구 추가 도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

성이 적은 WOA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이다.

WOA는 SOA보다 쉽게 웹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매시업(Mash-up)을 통해 새로운 웹서비스 개
발이 비교적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SOA는 다

Ⅲ.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SW

양한 벤더를 지원하고 보안·정책·안정적 메시
지 전달을 위한 다른 표준과의 통합 및 확장성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 Business Intelligence)

우수하기 때문에 WOA가 완전히 SOA를 대체하

SW는 운영 시스템에서 수집되었거나, 외부 소스

는 것이 아니라, SOA와 상호보완 관계로 활용이

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나 정보를 업무 수행 시

높아질 것이다.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출하고 분석해

국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세일즈
포스닷컴(Salesforce.com) 등 글로벌 IT 벤더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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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점점 복잡해지는 비즈

증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BI 기반 SW에 맞

니스 환경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보다 신속하고

는 품질평가모델을 개발·적용하고, 서비스를 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인

공할 예정이다.

텔리전스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금융과 제조업을

1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을 중심으로 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편

Ⅳ. 임베디드 SW

가트너(Gartner)가 2008년 1월 23일 발표한
‘Making the Difference: The 2008 CIO Agenda’

자동차, 항공기, 의료장비 등 다양한 산업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CIO(최고기술책임자)들이

SW 활용이 확산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품

꼽은 2008년 선결 과제 및 최우선 전략은 비즈니

의 차별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5대

스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선, 기술

주력 기간산업(자동차·조선·국방·의료·건설)에 IT

측면에서는 BI인 것으로 나타났다.3)

를 접목시키는 융합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전반적인 IT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지만, IT를
기반으로 기업 전략을 차별화하고 신속성을 높이

(2009~2013) 총 1조 원을 투입해 주력산업의 IT 기반

고부가가치화 및 혁신을 꾀하고 있다.

려는 끊임없는 노력에 따라 2008년 국내의 BI 소

주요 기술개발 과제들로는 자동차 통합제어

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07년 637억 원에 비해

소프트웨어 플랫폼, IT 기반 선박용 토털 솔루션,

9.3% 정도 성장한 약 696억 원 규모에 달할 것이

원격 로봇 영상 유도 시스템, 테라헤르츠(THz) 내

다. 통합 BI 플랫폼 전략의 지속, SOA 기반의 BI

시경, 건설·IT 융합기술 등이 있다. 향후 이러한

솔루션 전략 강화 등이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

여 연평균 10.2%로 성장해 오는 2012년에 시장

려고 한다.

규모가 1,0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4)

특
집

항공기, 자동차 등 미션 크리티컬 (Missioncritical)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SW의 비중이 커짐

이처럼 BI는 기업 정보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에 따라 SW의 오작동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

비용 효율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

할 수 있다. 일례로 1996년 4월 프랑스에서 발생

를 위해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 BI 기반 SW의 품

한 아리안(Ariane) 5호의 폭발 사고, AECL사의 방

질 검증에 대한 시장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사선 치료기인 테락(Therac)의 25dml 방사능 노출

이에 TTA에서는 기존의 ERP, KMS, CRM 등 기업

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실패 등이 모두

용 SW에 대해 2008년까지 60건이 넘는 시험·인

SW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밝혀졌다.

3) 조사는 33개국 23개 산업에 걸쳐 1,450명이 넘는 CIO를 대상으로 가트너 EXP(Executive Programs)가 수행했으며, 응답자가 속한
기업의 IT 투자 지출 합계액은 1,320억 달러 이상이다.
4) 한국IDC, 한국 BI 소프트웨어 시장 분석 및 전망보고서, 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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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SW 결함이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전망된다.

가져온다는 사실에 SW 품질의 중요성이 점점 강

2009년에는 장애인들의 사회·문화적 복지

조되면서 SW 시험, 특히 임베디드 SW 시험에 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

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된다. 이로 인해 방송 분야에서는 자막방송 수신

TTA는 임베디드 SW 시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

기능을 탑재한 TV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TV 수신

로 예상하여 임베디드 SW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기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도록 임베디드 환경 고유의 새로운 이슈들을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접목시킨 평가모델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

이러한 제품들은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

다. 하지만 임베디드 SW가 적용되는 곳이 다양하

며, 정부에서는 공인된 인증기관의 기기 테스트

기 때문에 지속적인 평가모델 및 시험기법의 개

를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발이 필요하다.

위한 각종 수신기에 대해 시험인증 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 판단되어 디지털방송시험팀은 2008년
에 지상파 디지털TV 자막방송 수신기에 대한 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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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험 환경 구축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

디지털방송 분야

인을 위한 다른 수신기에 대한 시험인증도 확대
할 예정이다.
2008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Ⅰ. 디지털 케이블방송 및 지상파방송

방송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은 2009년, 한국은 2012년까지

2009년 디지털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HD 방

디지털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디

송을 확대하고 멀티스트림 방식을 이용한 서비스

지털 전환 활성화와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한

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거나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

DtoA(Digital to Analog) 컨버터박스가 북미에서 판매

다. 이로 인해 멀티스트림 셋톱박스와 케이블카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련 정책 마

드에 대한 시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

련을 고려하고 있고, 2009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

상되며, 디지털방송시험팀은 2008년에 멀티스트

될 것이다.

림 방식에 대한 인증시험 환경 구축을 완료한 상
태이다.

552

DtoA 컨버터박스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신호
를 수신해 아날로그방송 신호로 변환해 주는 장

그리고 북미의 케이블 사업자들은 이미 멀티

치로서, 디지털TV를 새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기

스트림 방식을 이용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

존의 아날로그TV를 이용해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며, 2009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

수 있도록 해준다. 디지털방송시험팀은 DtoA 컨

다. 따라서 북미형 멀티스트림 셋톱박스를 개발

버터박스에 대해 시험인증 기준을 마련해 인증시

하는 업체의 개발지원시험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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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데이터방송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호운용성 시험 등의 호
환성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따라

2008년 12월에 지상파 데이터방송 표준 및 송
수신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지상파 데이터

서 제정이나 개정 표준화에 따른 상호운용성 시
험이 필수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 시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및 자동화 시험

2009년에는 핸드오버나 재난경보방송, 그리

환경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

고 AT-DMB 등 다양한 DMB 관련 표준들이 개정

라서 디지털방송시험팀은 지상파 데이터방송 시

되거나 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TTA는 이들 새

험과 관련된 수정 보완 작업뿐만 아니라, 시험 범

로운 표준과 관련해 사업자나 시장수요를 예측

위를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 새로운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기존 시험 환경

지상파 데이터방송에 대한 표준화는 IPTV에
서 추진하고 있는 마크업(Mark-up) 기반의 미들웨

을 확대해 시험인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
이다.

어와 연계해 마크업 기반의 ACAP-X나 다른 방식

그러나 시험수요가 적거나 방송사업자가 상용

의 마크업 기반 미들웨어의 표준 반영을 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험인

방송 PG(Project Group)인 PG804에서 논의할 것으

증의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TTA는 지상파DMB

로 예상된다. 디지털방송시험팀은 이러한 표준화

특별위원회와 협력해 시험인증 광고를 지속적으

과정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 데이터방송

로 전개하고, 소비자 인식 변화를 통해 DMB 시장

표준화에 계속 기여할 것이다.

에서 인증시험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

케이블 및 위성 데이터방송의 경우, TTA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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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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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수정 보완을 완료한 자동화 시험기 및
시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이용해 북미, 유럽
형 등의 수신기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

Ⅳ. 디지털 AV 인터페이스

함으로써 국내 제조사의 국제 기술경쟁력 향상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사실표준 (De facto Standard) 인 HDMI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는 디지털 셋톱박스,

블루레이, DVD 플레이어 등에서 출력되는 고화

Ⅲ. DMB 시험인증

질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모니터, 디지털
텔레비전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연결할 때 사

DMB 분야에서는 2008년에 표준화된 스테레
오스코픽(Stereoscopic) 데이터 표준 이외에 멀티채

용하는 비압축 방식의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인
터페이스 규격이다.

널 오디오 표준 및 AT-DMB 표준 등이 2009년에

영상과 음성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플레이어

표준화될 예정이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DMB

에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하기 때문에 별도의

PG에 제안되는 모든 표준초안의 표준화가 진행

디코더 칩이나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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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영상·음성·제어 신호가 하나의 케이블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및 자동화 시험 환경에 대

전송되므로 기존의 번거로운 AV 배선을 간단하

한 보완 작업을 추진한다. 또한 2008년부터 표준

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화에서 논의되고 있는 웹브라우저 기반의 IPTV

HDMI는 PC와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인 DVI(Digital Visual Interface)를 AV 가전용으

미들웨어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 환경 및 시험 패
키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로 변경한 것으로, 2002년 12월에 HDMI 1.0 규격

TTA는 IPTV 미들웨어 시험인증과 관련해

이 발표된 이래 HDMI 1.3 규격에 이르기까지 기

2008년에 구축한 IPTV 미들웨어 표준적합성 자

술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동화 시험 환경 및 시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HDMI 시스템 구조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소스
(Source)와 수신하는 싱크(Sink)로 구성되어 있으

이용해 ACAP-J 기반 미들웨어에 대한 표준적합성
시험인증 서비스를 2009년에 시작할 예정이다.

며, 신호전달로는 차동신호를 이용해 신호손실을

2008년 TTA는 산하의 IPTV PG를 통해 IPTV

줄인 TMDS(Transition Minimized Differential Signaling)

서비스 요구사항, 콘텐츠 환경, 실시간방송 단말

채널과 디스플레이 장치가 지원하는 비디오 포맷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규격을 제정하였다.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DDC(Display Data Channel),

러나 호환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

그리고 제어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CEC(Consumer

셋톱박스 분리형 제한수신(CAS : Conditional Access

Electronics Control)로 구성되어 있다.

System), 데이터방송 미들웨어 등의 분야에 대해

미국은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을 2009년 2월까

표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일본은

TTA는 2009년에 IPTV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관련

2011년 7월까지, 영국은 2012년 12월까지, 우리

장비업체의 상호운용성 시험 및 표준적합성 시험

나라는 2012년 12월까지 전환할 예정이다. 따라

에 활용하며, 국내 IPTV 표준화를 촉진할 뿐만 아

서 디지털 가전기기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니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산업 육성에 기여할

종래 디지털 멀티미디어 가전기기의 대표 인터페

예정이다.

이스 규격인 HDMI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폭발적인 시장 확장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HDMI 시험기술도 발전할 것이며, 시험인증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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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함께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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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IPTV

I. CDMA

이동통신 분야

TTA 디지털방송시험팀은 2009년에 IPTV PG

1996년 IS95A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 PG219에서 진행되는 표준화 방향에 맞춰 시험

상용 서비스가 이루어진 동기식 CDMA 기술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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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음성통화 위주로 시작되었으나, 급속한

는 것으로, EvDO rA에서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인터넷의 보급과 발전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볼 수 있다.

고속 데이터 서비스로의 이동을 요구하게 되었

EvDO rB 관련 규격은 2006년 3GPP2에서 제

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동통신의 한 축

정(C.S0024-B v1.0)되었고, 북미표준 TIA-856-B로

인 비동기식 기술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

발행된 상태이다. 특히 EvDO rB는 대역폭을 동적

게 되었다.

으로 할당(Dynamically Scalable Bandwidth)해 사용 가

고속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cdma2000 1x EvDO

능하기 때문에 최고 전송속도는 사용된 캐리어

(Evolution-Data Optimized)는 이동 환경에서 데이터

개수에 비례한다. 즉 15개 채널을 묶어서 사용한

중심으로 설계된 새로운 고속 패킷 스위칭 전송 방

다 면 순 방 향 최 고 46.5Mbps, 역 방 향 최 고

식(High-speed Packet-switched Transmission)을 적용하

27Mbps의 전송속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동기식

고 있으며, 2001년 IMT2000 규격으로 승인되었다.

에서 개발 중인 통신규격으로는 UMB(Ultra Mobile

지금은 EvDO r0를 거쳐 EvDO rA가 상용화되

Broadband)가 있다.

었으며, 2008년에는 EvDO rB까지 상용화되었다.

UMB는 ITU의 차세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EvDO r0(상향 최고 2.4Mbps, 하향 최고

진화된 이동통신기술로서 CDMA, OFDMA(Orthogonal

153.6kbps 지원, 대역폭 1.25MHz)는 2002년에 SKT,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의 장점을 최대한 결

KTF에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EvDO rA(상

합하고, 동시에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등

향 최고 3.1Mbps, 하향 최고 1.8Mbps 지원, 대역폭

과 같은 안테나 기술을 적용한 통신기술이다.

1.25MHz)는 2007년 동기식 3G 사업자인 LGT가 서

이러한 기술들의 결합으로 더 높은 전송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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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스펙트럼 효율성(High Spectral Efficiency)을 얻을

비스를 제공하였다.
CDMA 진화에 따른 기술변화를 살펴보면,

수 있다. 관련 규격은 3GPP2에 의해 개발되고 있

EvDO rB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양방향 고속 데

으며, 2009년에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스

이터 전송, VoIP(Voice of IP) 등 양질의 서비스를

템이 나올 것이다. cdma2000 진화 과정을 살펴보

제공하기 위해 다수 개의 EvDO rA 채널을 사용하

면 <그림 5>와 같다.

▶ 자료 : CDG
<그림 5> | cdma2000 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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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동통신 진화에 맞춰 EvDO를 지원하

그러나 2008년부터 많은 CDMA 사업자들이

는 단말기가 증가함에 따라 cdma2000 1x만 지원

3G 기술로 WCDMA를 선택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하는 단말기보다는 EvDO까지 지원하는 단말기

시장이 축소되었으며, 향후 4G 기술인 UMB 역시

에 대한 시험 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여러

사업자들의 관심도가 비동기 분야의 LTE에 비해

가지의 이동통신기술이 결합된 단말기가 등장하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미·중국·인도·러시아 등

고 있다.

■ <표 1> 시험규격 및 필수 시험항목
시험규격

용

C.S0011-B v1.0

Recommended Minimum Performance Standards for cdma2000
Spread Spectrum Mobile Stations

C.S0031-0 V2.0

Signaling Conformance Test Specification for cdma2000 Spread
Spectrum Systems

C.S0033-0 V2.0

Recommended Minimum Performance Standards for cdma2000 High
Rate Packet Data Access Terminal

C.S0033-A v1.0

Recommended Minimum Performance Standards for cdma2000 High
Rate Packet Data Access Terminal

C.S0036-0 v1.0

Recommended Minimum Performance Specification for C.S0022-0
Spread Spectrum Mobile Stations

C.S0037-0 v1.0

Signaling Conformance Specification for cdma2000 Wireless IP
Networks

C.S0038-0 V1.0

Signaling Conformance Test Specification for cdma2000 High Rate
Packet Data Air Interface

C.S0038-A v1.0

Signaling Conformance Specification for High Rate Packet Data Air
Interface

C.S0043-0 v1.0

Signaling Conformance Test Specification for cdma2000 Spread
Spectrum Systems

C.S0048 v1.0

ME conformance test for R-UIM

C.S0060-0 v1.0

Signaling Conformance Test Specification for Over-the-Air Service
Provisioning

C.S0061-0 v1.0

Signaling Conformance Test Specification for Short Message Service

C.P0062

Data Signaling Conformance Test Specification For CDMA2000 Air
Interface

C.S0073-0 v1.0

Signaling Test Specification for Mobile Station Equipment Identifier
(MEID) Support for cdma2000 Spread Spectrum Systems

OMA-ETS-MMSV1_2-20060208-A
▶ 자료 : CCF Test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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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상용 기술이며, 또

이러한 이중 시스템이 탑재된 듀얼모드(Dual

한 CCF, GCF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CDMA와 LTE

Mode) 휴대폰은 GSM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한 계

분야의 제휴(Align) 논의도 시작되었으므로 계속

속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GSM 및

적인 주목이 필요하다.

WCDMA 휴대폰에 대한 우수한 통화품질을 유지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된 프로토콜 분야의

하고, 양질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

오래된 시험규격(C.S0031) 대체 논의는 2008년

기 위해 GSM/WCDMA 사업자 및 제조사는 GSM

3GPP2에서 신규 시험규격(C.S0043, 60, 61, 62)으로

휴대폰에 대한 시험인증 방법을 WCDMA 휴대폰

변경하기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인증단체에서 주

에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다.

로 사용하는 시험규격은 <표 1>과 같다.

GSM/WCDMA 휴대폰에 대한 자율성 시험인
증기관으로 유럽의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와 북남미의 PTCRB(PCS Type Certification Review

Ⅱ. GSM/WCDMA

Board)가 있으며, 각 기관마다 약 10여 년의 역사

를 통해 안정화된 조직 및 시험인증 방법을 가지
GSM 휴대폰 기술의 연장선인 WCDMA 기술

고 상호협력하고 있다.

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중국·인도·브라질

국내외의 제조사에서 국외로 GSM/WCDMA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GSM 서비스 시장이

휴대폰을 수출할 때, 각 해당 기관의 인증기관에

확대되는 등 GSM 휴대폰 분야 시장은 지속적으

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 인증받을 것을 권장하고

로 성장하고 있다. 가입자 수도 2003년에 약 9억

있다. 각 기관에서는 WCDMA의 HSDPA 분야뿐

7,000만 명이던 것이 2007년 3분기에는 26억

만 아니라, 향후 서비스될 HSUPA에 대한 시험인

8,000만 명으로 크게 성장해 GSM/WCDMA 휴대

증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

폰은 전세계 휴대폰 사용자의 86.1%를 차지하게
되었다.

DVB-H(Digital Video Broadcasting-Handheld), 와이
파이(WiFi), GAN(Generic Access Network)과 같은 이

이는 2007년부터 기존 GSM 사업자가 정체된

종기술과 융합한 휴대폰과 MMS(Multimedia Message

GSM의 ARPU(Average Revenue Per Unit)를 극복하기

Service), PoC(Push-to-talk over the Cellular), VT(Video

위해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와

Telephony) 등과 같은 응용기술의 시험인증 방법

같은 WCDMA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시작한 것에

도 논의하고 있다.

기반한 것으로 사료된다.

GCF와 PTCRB는 시험규격을 제정하는 3GPP

이에 따라 국내외 GSM/WCDMA 제조사는 사

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GSM 분야는

업자 및 소비자가 원하는 신규 WCDMA 기능을 가

3GPP GERAN WG3에서 GSM, GPRS, EGPRS 등

진 휴대폰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 휴대폰에 기존

과 같은 시스템의 시험규격을, WCDMA 분야는

GSM 기능의 역호환성(Backward Compatability)을 지

3GPP RAN WG5에서 WCDMA, HSDPA, HSUPA

원하기 위해 GSM 기능을 동시에 탑재하고 있다.

등과 같은 시스템의 시험규격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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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DMA 분야에서는 HSDPA의 시험규격을

포럼으로 GSM 휴대폰뿐만 아니라 WCDMA 휴대

완료하고, HSUPA 시험규격 완료를 앞두고 있다.

폰에 대한 규격 적합성(Conformance)과 상호운용

WCDMA 기술은 <표 2>와 같이 진화되어 가고 있

성(Interoperability) 및 망 접속시험(Field Trial) 시험인

으며, 이러한 진화 방향에 따라 각 베어러(Bearer)

증 방법을 개발한다.

기술에 기반한 MBMS (Multimedia Broadcasting

이 포럼은 3GPP의 GSM 시험규격인 TS

Multicasting Service), A-GPS(Assisted-GPS) 등과 같은

51.010-1, TS 51.010-4와 WCDMA 시험규격인 TS

관련 응용기술도 동시에 연구되고 있다.

26.132, TS 31.121, TS 34.121-1, TS 34.123-1, ETSI

또한 2008년에는 Rel-8 기술이자, GSM/WCDMA

102 230 등에 기반하여 개발한 DCC (Device

사업자 대부분이 4G로 고려하고 있는 LTE/SAE

Certification Criteria)를 이용해 시험하게 하고, 이에

분야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현재

대한 시험인증 방법 및 체계가 GCF PRD(Permanent

3GPP RAN5에서 관련 시험규격을 개발하고 있으

Reference Document)를 통해 잘 관리되고 있다.

며, 2010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
련 시험 기술규격은 <표 3>과 같다.

GCF PRD로는 GCF-AD, GCF-AP, GCF-CC,
GCF-OB, GCF-OP, GCF-PD, GCF-WI 등이 있으
며, 2007년 말에는 GCF-ARD가 추가되었다. 아울
러 2007년부터는 GCF 및 DCC 사이트를 이용해

1. GCF Certification

온라인상으로 인증을 하거나, 관련 문서들을 검
GCF는 GSM 사업자 및 제조사가 시험인증의

토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GSM 휴대폰의

GCF 인증에서 포함하는 기술 범위는 2세대

시험인증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1999년에 생성된

비동기 휴대폰 시스템으로 GSM, GPRS(General

■ <표 2> WCDMA 기술 진화

구분

듀플렉스

대역폭

FDD

최고 데이터율

비고

하향

상향

5MHz

384kbps

384kbps

3GPP R99

FDD

5MHz

14.4Mbps

384Kbps

3GPP Rel-5

(High Speed Uplink Packet
Access)

FDD

5MHz

14.4Mbps

5.76Mbps

3GPP Rel-6

LTE

FDD

20MHz

(Long Term Evolution)

TDD

(Scalable)

278Mbps

85Mbps

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HSU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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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LTE 시험 관련 규격
Type
Common Test
Environment

Spec.

Description

36.508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E-UTRA) and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E-UTRAN); Common test
environments for User Equipment (UE) conformance testing

36.521-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E-UTRA) and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E-UTRAN); User
Equipment (UE) conformance specification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Part 1: conformance testing

36.521-2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E-UTRA) and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E-UTRAN); User
Equipment (UE) conformance specification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Part 2: ICS

36.523-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E-UTRA) and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E-UTRAN); User
Equipment (UE) conformance specification; Part 1: Protocol
conformance specification

36.523-2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E-UTRA) and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E-UTRAN); User
Equipment (UE) conformance specification; Part 2: ICS

36.523-3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E-UTRA) and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E-UTRAN); User
Equipment (UE) conformance specification; Part 3: Abstract Test Suites
(ATS)

RF 및 RRM
Conformance

Protocol
Conformance

특
집

Packet Radio Service), EGPRS(Enhanced General Packet

것을 요구한다.

Radio Service)를 포함하고, 3세대 비동기 휴대폰 시

2007년부터는 휴대폰에 와이파이(WiFi), 블루

스템으로는 WCDMA, HSDPA, HSUPA를 포함한

투스(Bluetooth), DVB-H 등과 같은 많은 기술이 집

다. 또한 GCF 인증에 해당하는 주파수 범위는 2

약되고, 휴대폰을 통해 MMS, VT, PoC 등의 서비

세대용 900MHz 및 1800MHz 대역과 3세대용

스가 가능해짐으로써 휴대폰에 대한 인증 시 다

FDD I(Frequency Division Duplex I)이 포함된다.

른 기술 분야를 포함하기 위해 타 기관과 협력이

각 제조사는 <그림 6>과 같이 제조사의 휴대폰

강화되고 있다. IEC 62002 규격에 기반한 DVB-H

에 대한 규격 적합성, 상호운용성, 망 접속시험 결

기술을 GCF 인증 분야에 포함하고, 와이파이가

과를 선언함으로써 GCF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탑 재 된 휴 대 폰 에 대 해 GAN (Generic Access

GCF에서는 이와 같은 인증 절차에 신뢰성을

Network) 기술을 시험하도록 하고 있다.

높이기 위해 인증에 관여되는 제조사 및 시험소

2008년에는 3GPP에서 발표한 Rel-7 단말기의

에서 각각 ISO 9001 계열 및 ISO 17025 관련 인정

기능들(Ciphering Algoritm, 64QAM, Improved L2, MTSI

을 획득하고,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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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GCF 인증

존 GSM/WCDMA 사업자들이 향후 4G 기술로 주

51.010-1, TS 51.010-4와 WCDMA 시험규격인 TS

목하고 있는 LTE/SAE 분야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

26.132, TS 31.121, TS 34.121-1, TS 34.123-1, ETSI

루어졌다.

102 230 등에 기반하여 시험을 하도록 한다.

LTE/SAE 분야의 경우, 3GPP의 시험규격 제정

이에 대한 시험인증 방법 및 체계가 PTCRB

이 2009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GCF 역시

PRD 및 PVG PRD를 통해 잘 관리되고 있다.

관련 분야별로 작업 아이템(Item)을 선정하고 시

PTCRB PRD로는 NAPRD.03, NAPRD.03 TC,

험항목 선정과 같은 구체적 기술 논의가 진행되

NAPRD.10 문서가 있으며, PVG PRD로는 PVG.01,

었다. 관련 규격 및 WI 결과는 <표 4>와 같다.

PVG.02, PVG.03, PVG.04, PVG.05 등이 있다.
2007년부터 GCF와 함께 DCC를 이용했으나,

2. PTCRB Certification

양 기관 간에 의견이 상이하여 오랜 토론 후 각 기
관별로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

1997년에 만들어진 PTCRB는 ISO 17025 품질
시스템에 따라 제조된 GSM/WCDMA 휴대폰에

이터베이스를 개발 중이다.

대한 실제 성능을 시험함으로써 시장 유통 제품의

PTCRB 인증에서 포함하는 기술 범위는 2세대

신뢰성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비동기 휴대폰 시스템으로 GSM, GPRS, EGPRS를

북·남미의 사업자 연합체인 PTCRB는 GSM

포함하고, 3세대 비동기 휴대폰 시스템으로는

NA (North America)와 긴밀히 연계하고, 산하에

WCDMA, HSDPA, HSUPA를 포함한다. 또한

PVG(PTCRB Validation Group) WG가 있다.

PTCRB 인증에 해당하는 주파수 범위는 2세대용

GCF와 유사하게 3GPP의 GSM 시험규격인 TS

560

였다. DCC를 사용하는 GCF와 달리 PTCRB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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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LTE 분야 WI 선정 결과
WI Number

Description

80

E-UTRA RF Rel-8 FDD

90

Core Spec.

Test spec.

특
집

TS 36.521-1

E-UTRA RF Rel-8 TDD

TS 36.101

TS 36.521-2

TS 36.133

TS 36.521-3

1

TS 36.508

편

TS 36.2xx
TS 36.304
81

91

E-UTRA Protocol Rel-8 FDD

E-UTRA Protocol Rel-8 TDD

TS 36.306

TS 36.523-1

TS 36.321

TS 36.523-2

TS 36.322

TS 36.523-3

TS 36.323

TS 36.508

TS 36.331

92

편

3
편

TS 36.509
82

2

TS 36.523-1

EPC Protocol Rel-8 FDD

EPC Protocol Rel-8 TDD

TS 24.301

TS 36.523-2

TS33.401

TS 36.523-3

4
편

TS 36.508

5
FDD IV, FDD V가 포함된다.
PTCRB 인증을 위해서 각 제조사, 시험소,
PTCRB 운영위(CTIA 포함), IMEI(International Mobile

어FLO(Forward Link Only) 등과 같이 휴대폰에 융
합된 이종기술에 대한 PTCRB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stations Equipment Identify) 운영위 등이 참여하고,

와이파이 분야는 와이파이가 탑재된 휴대폰의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가 완전할 때 PTCRB 인

RF 성능시험을 하도록 하고, 블루투스가 탑재된

증을 획득할 수 있다. 그 획득 과정은 <그림 7>과

휴대폰의 PTCRB 블루투스 상호운용성 시험(IOT :

같다.

InterOperability Testing)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

PTCRB에서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ISO

하고 있다.

17025 인정을 획득하고, PTCRB에서 정한 규칙을

2008년에는 주로 전세계 휴대폰 개발 방향에

준수하는 시험소만 PTCRB 공인시험소 자격을 인

따라 Rel-7 단말기의 기능(64 QAM, Improved L2,

정해 시험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11

CPC 등)과 향후 4G를 준비하기 위한 LTE 관련 논

월에 각 시험소의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며, 갱신

의가 많이 진행되었다. 또한 2009년 초 운영을 준

을 위한 규칙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비 중인 새로운 PTCRB 데이터베이스 개발 작업

GCF와 유사하게 휴대폰에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됨으로써 와이파이, 블루투스, 퀄컴의 미디

편

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신규 PTCRB 데이터베이스가 운용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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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PTCRB 인증

하면 지금까지 엑셀 형식으로 제공되던 테스트

로파일 중 하나인 1A 프로파일로 흡수되었다.

플랜(Test Plan) 및 시험 관련 데이터 업·다운로드

현재 삼성, 포스데이타, GCT 등 국내 제조업

등 시험 시작부터 최종 인증까지의 모든 작업이

체가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선도하고, 국내

PTCRB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진행될 것이다.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1A 프로파
일 기반의 WiMAX 상용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제
공하고 있다.

Ⅲ. WiMAX

국내 KT WiBro 가입자 수는 2006년 1분기 시
범 서비스 이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07

1. WiMAX 기술 일반 현황

년 11월말 10만 명을 돌파하여, 2008년 3월 기준
으로 약 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562

WiMAX 기술은 1990년대 후반 MMDS 기술이

현재 서비스 지역이 서울시내 전 지역 및 경

광대역 무선전송기술 분야에서 상호운용성 미비

기도 분당, 수도권 주요 대학 등으로 한정되어

로 실패한 사례에 착안해 단일표준을 통한 상호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에는 서울 및 수도권

운용성 확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7개시 전 지역으로 서비스 커버리지가 확대되

WiMAX 기술은 국내에서는 이미 2003년부터

었으며, MIMO 기술을 적용한 웨이브2(Wave2)

WiBro라는 명칭으로 TTA 단체표준 제정 작업이

망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므로, 가입자 수의 증

선행되었으며, 이후 IEEE 802.16 국제표준으로

가세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8, 9

채택되면서 WiMAX포럼의 2.3GHz 대역 인증 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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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기반의 WiMAX망은 노마딕(Nomadic) 서비

WiMAX 기술은 3G 국제표준 채택과 2.3GHz

스 제공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미 구축된 유선 백

대역의 IMT-Advanced(4G) 세계 공통 주파수 대역

본(Backbone) 망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채택 가

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3GPP 계열의 LTE-

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중앙아시아·남미·아프

Advanced와 본격적인 경쟁구도에 돌입하였다.

리카 등지에서 국가 백본망으로 WiMAX를 적극

WiMAX 진영의 4G 기술표준화는 IEEE 802.16m

고려하고 있다. 미국·일본·싱가포르 등지에서

그룹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 표준화 완료

는 향후 1~2년 내에 상용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졌다.

IEEE 802.16m 규격에는 FDD, 폐쇄회로

특
집

1
편

2
편

3
편

4
편

5

▶ 자료 : KT 발표 자료

편
<그림 8> | KT의 WiBro 상용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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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T 발표 자료
<그림 9> | KT의 WiBro 커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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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Loop) MIMO/BF 성능 개선, VoIP 성능 개

WiMAX포럼은 국가 또는 지역별 상이한

선, 핸드오버 성능 개선, MBS/LBS 서비스 개선,

WiMAX용 주파수 자원을 고려한 인증 프로파일을

WiMAX·와이파이·BT 공존 모드, 오버레이·

정의했으며, 통신사업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

MC·릴레이(Relay) 등의 기술규격이 다루어진다.

적으로 1A, 3A, 5A/B/C 프로파일에 대한 인증 프

<그림 10>은 각 표준화 진영별 4G 표준화 작업

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늦어도 2009년 6월부터는

일정을 나타낸 것이다.

또다른 2.3GHz 대역 인증 프로파일인 1B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2. WiMAX 시험인증 기술 동향

다.
<표 5>는 Mobile WiMAX 프로파일을 나타내

WiMAX포럼의 인증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며, 국내 사업자 주파수 대역(2.3GHz)인 1A 프로파

시험규격 개발은 WiMAX포럼 산하 인증워킹그룹

일은 웨이브1(Wave1) 시험항목만 개발 및 검증된

(CWG : Certification Working Group)과 기술워킹그룹

관계로 현재 Wave2 인증은 불가한 상황이다.

(TWG : Technical Working Group)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Mobile WiMAX 인증시험은 Wave1과
Wave2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Mobile WiMAX

▶ 자료 : TTA WiBro 표준 기술교육
<그림 10> | 4G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술 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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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Mobile WiMAX 인증 프로파일
Band Class

`

Frequency band(GHz)

1

2.3~2.4

2

2.305~2.320, 2.345~2.360

3

2.496~2.69

4

5

7

Channel bandwidth(MHz)
8.75

Duplex mode

Identifier

TDD

1.A

특
집

5 and 10

TDD

1.B

3.5 and 5 and 10

TDD

2.A

1

5 and 10

TDD

3.A

편

5

TDD

4.A

7

TDD

4.B

10

TDD

4.C

2

5

TDD

5.A

편

7

TDD

5.B

10

TDD

5.C

5 and 7 and 10

TDD

7.E

3

8

TDD

7.F

편

3.3~3.4

3.4~3.8

0.698~0.862

에 기본이 되는 피처(Feature)들은 모두 Wave1 인

WiMAX포럼의 인증시험 추진 전략의 큰 틀은

증으로 분류되었으며 MIMO(Multiple Input Multiple

WiMAX 리드 시험소인 AT4Wireless에서 프로파

Output), Beamforming, MBS(Multicast and Broadcast

일별 최초 인증시험을 완료한 이후, 최초 인증시

Service)와 같은 어드밴스트 피처(Advanced Feature)

험에서 적용된 방법과 절차를 타 WFDCL이 전수

들은 WiMAX 제품 인증시험 시 선택사항으로 분

받아 인증시험을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류해 Wave2 인증으로 구분하였다.

WiMAX 공인인증시험소(WFDCL : WiMAX Forum

4
편

5
편

부
록
■ <표 6> 시험 분야별 시험규격 명칭
시험 분야

시험규격 명

RCT

WiMAX ForumTM Mobile Radio Conformance Tests (MRCT) Release 1.0 Approved Specification

PCT

WiMAX ForumTM Mobile Test Suite Structure and Test Purposes (TSS&TP) Specification,
Approved Specification

MIOT

WiMAX ForumTM Mobile InterOperability Test (MIOT) Release 1.0 Approved Specification

RPT

WiMAX ForumTM Radio Performance Tests(RPT) for Subscriber and Mobile Stations, WiMAX
Forum

NCT

BRAN; HiperMAN Conformance Testing for the Network layer of the HiperMAN/WiMAX terminal
devices, Part 2: TSS&TP

IIOT

WiMAX ForumTM IIOT TP Document for Phase1, WiMAX Forum
WiMAX ForumTM IIOT TP Document for Phase2, WiMAX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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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AX포럼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시험 종

Designated Certification Laboratory)가 표준화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류는 RF 적합성 시험(RCT),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Mobile WiMAX 프로파일 중에서는 1A 프로파

(PCT), 상호운용성 시험(MIOT), 방사 성능 시험

일이 최초로 인증시험이 완료되었으며, 2007년 6

(RPT), 네트워크 적합성 시험(NCT), 인프라스트럭

월부터 3A 프로파일 인증시험이 시작되어 진행

처 상호운용성 시험(IIOT)이 있다. 이 중 현재 RCT,

중이다. 2008년 11월부터는 유럽 사업자가 대부

PCT, MIOT의 인증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RPT,

분이 몰려 있는 3.5GHz 대역의 프로파일인 5A,

NCT, IIOT 인증시험 분야는 검증된 시험항목 및

5B, 5C 프로파일 인증시험을 접수받아 진행하고

시나리오가 없으나, 2009년부터는 본격적인 시험

있다.

이 가능할 전망이다. <표 6>은 시험 분야별 공식

■ <표 7> Mobile WiMAX Wave1 및 Wave2 단말 RCT 시험항목
Wave

566

TC ID

TC Title

1

MS-01.1

MS receiver maximum tolerable signal

1

MS-02.1

MS receiver preamble

1

MS-04.1

MS receiver RSSI measurements

1

MS-05.1

MS receiver Physical CINR measurements

2

MS-06.2

MS receiver pilot-based Effective CINR measurement

1

MS-07.1

MS receiver adjacent and non-adjacent channel selectivity

1

MS-08.1

MS receiver maximum input signal

1

MS-09.1

MS receiver sensitivity

1

MS-10.1

MS transmit and receive HARQ

1

MS-11.1

MS receiver PHY support for handoff

1

MS-12.1

MS transmitter modulation and coding, cyclic prefix and frame duration timing

1

MS-13.1

MS transmit ranging support

1

MS-15.1

MS transmit power dynamic range and relative step accuracy

1

MS-16.1

MS transmit power control support

1

MS-17.1

MS transmitter spectral flatness

1

MS-18.1

MS transmitter relative constellation error

1

MS-19.1

MS transmit synchronization

1

MS-20.1

MS transmit/receive switching gap

2

MS-21.2

MS AMC receive and transmit operation

2

MS-22.2

MS receiver MIMO processing

2

MS-23.2

MS receive Beamforming processing

2

MS-24.2

MS transmit collaborative MIMO

2

MS-25.2

MS transmit Beamforming support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시험·인증 주요 기술 동향 | 제 5 편

절차서(CPRM : Certification Program Reference Manual)

시험규격을 나타낸다.
한편 WiMAX포럼은 Mobile WiMAX 공인인증

에 기술되어 있다. WiMAX포럼에서 정의하고 있

에 필요한 시험 요구사항을 CRSL (Certification

는 시험항목 카테고리는 A, B, C, D, E, N, P이며,

Requirement Status List)이라는 문서에 규정해 관리

카테고리 간 변경 및 관리는 CWG에서 담당하고

하고 있다. Mobile WiMAX 인증서 부여 여부는

있다.

특
집

1
편

CRSL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부
합 여부에 달려 있으며, CRSL에는 시험항목별 카

(1) RF 적합성 시험(RCT)

테고리 분류와 가용한 시험장비 명, 유효날짜 등

RCT는 모바일 WiMAX 단말기와 기지국의 RF

이 명기된다.

및 물리계층 적합성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와이

CRSL은 2007년 12월 최초 버전이 발표되었으

맥스 TWG가 시험규격을 개발하며, WiMAX포럼

며, 3개월 주기로 주요 버전이 발표된다. 2008년

에서 두 개의 공인인증시험 장비회사를 지정해

12월 현재 최신 CRSL 버전은 4.2.0이다. CRSL에

시험항목을 개발토록 하였다. Wave2 인증시험

대한 정의와 세부적인 운영규칙은 인증시험 기준

항목을 포함하여 단말 시험항목 수는 23개, 기지

2
편

3
편

4
편

■ <표 8> Mobile WiMAX Wave1 및 Wave2 기지국 RCT 시험항목
Wave

TC ID

5

TC Title

1

BS-01.1

BS receiver maximum tolerable signal

1

BS-03.1

BS receive ranging support

1

BS-04.1

BS receiver adjacent and non-adjacent channel selectivity

1

BS-05.1

BS rx maximum input level On-channel reception tolerance

1

BS-06.1

BS receiver sensitivity

1

BS-07.1

BS transmitter modulation and coding

1

BS-08.1

BS transmitter cyclic prefix, symbol timing, and frame duration timing

1

BS-09.1

BS transmit preambles

1

BS-10.1

BS transmitter power range

1

BS-11.1

BS transmitter spectral flatness

1

BS-12.1

BS transmitter relative constellation error

1

BS-13.1

BS synchronization

1

BS-14.1

BS receive and transmit HARQ

1

BS-16.1

BS receive/transmit switching gaps

2

BS-17.2

BS AMC receive and transmit operation

2

BS-18.2

BS receive Collaborative MIMO

2

BS-19.2

BS transmit MIMO processing

2

BS-20.2

BS transmitter Beamforming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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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한 시험항목은 18개이며, 세부 시험항목

(3) 상호운용성 시험(MIOT)

은 <표 7, 8>에 나타낸 바와 같다.

앞서 소개한 RCT, PCT 시험과는 달리 MIOT
시험은 실제 단말기와 기지국을 연결해 상호운용

(2)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PCT)

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RCT, PCT 시험을

PCT는 Mobile WiMAX 인증시료의 MAC(Medium

통과한 제품만이 상호운용성 시험을 받을 수 있

Access Control) 계층 적합성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다. 단말기는 최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제조업

PCT 시험규격은 ETSI HiperMAN 그룹에서 작성을

체의 기지국과, 역으로 기지국은 최소 3개 이상의

담당하고, SGS가 시험장비와 시험항목에 대한 검

서로 다른 제조업체의 단말기와 시험해 상호운용

증시험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1개 시험그룹에 걸쳐 Wave2 시험항목을 포함

Wave2 피처(Feature)를 포함하는 상호운용성

해 단말 시험항목 262개, 기지국 시험항목 266개가

시험 시나리오는 단말에 대해 28개 항목이다. 이

있으며, 시험그룹 및 시험항목 수는 <표 9>에 나타

중 CRSL 4.2.0 기준으로 인증 요구 시험 시나리오

낸 바와 같다.

수는 12개이다. <표 10>은 Mobile WiMAX 단말

■ <표 9> Mobile WiMAX PCT 인증시험 그룹 및 시험항목 수
Test
Group

Full Name

기지국 인증
시험항목 수

ARQ

Automatic Repeat Request

34

34

BWA

Bandwidth Allocation and Polling

12

20

CDM

Channel Descriptors and Maps

16

27

CSOC

Common Sublayer Options: Classification

14

17

CSOE

Common Sublayer Options: Encapsulation

4

4

Dynamic Services

38

49

GHF

General Handover Functionality

18

16

IDM

Idle Mode

14

15

INI

Registration, IP connectivity, and Parameter Transfer

3

2

MAC

MAC PDU Formats

24

25

PHS

Payload Header Suppression

9

10

RLC

Radio Link Control

37

16

SEC

Security v. 2

23

17

SLM

Sleep Mode

11

8

RER

Reset and Re-registration

2

1

MBS

Multicast and Broadcast Services

3

5

262

266

DS

Total

568

단말 인증
시험항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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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Mobile WiMAX 단말 및 기지국 MIOT 시나리오
Test Scenario ID

특
집

Test Scenario Name

1a

Basic Configuration

1b

BS initiated CQI Reporting using Fast Feedback Channel

1c

HARQ

1d

MAC-level ARQ

1eb

BS initiated Open Loop Power Control Activation

1ec

Closed Loop Power Control

1f

Security Version 2

1g

MS initiated Sleep Mode

1ha

MS initiated Idle Mode

1hb

BS initiated Idle Mode

1
편

2
편

3

1i

Extended Real Time Poling Service-Variable Rate(ERT-VR)

1ja

MS initiated Handover

편

2A0

DL PUSC with MIMO Matrix A and UL PUSC with Collative SM

4

2A1

DL PUSC with MIMO Matrix B and UL PUSC with Collative SM

편

2B0

Beam Forming with DL AMC with Dedicated Pilots and UL AMC

2B1

Beam Forming with DL PUSC with Dedicated Pilots and UL PUSC Without Channel Rotation

2

PMP Configuration

2AB0

DL PUSC With Dedicated Pilot with MIMO Matirx A and UL PUSC with Collaborative SM

2AB1

DL PUSC With Dedicated Pilot with Matrix B MIMO and UL PUSC with Collaborative SM

2C0

PHS IPv4

2C1

PHS IPv6

2D0

ROHC UDP/IPv4 Streams

2D1

ROHC UDP/IPv6 Streams
MS Initiated Service Flow Creation and Deletion

2F0

RT-VR/NRT-VR

2G0

BS Initiated Handover

2G1

Drop of Target BS During Handover

2M0

Multi BS MBS

Impairment)의 수신감도를 측정한다. 총 시험항목

은 6개로서 통과·실패(PASS/FAIL) 판정을 내리지
(4) 방사 성능 시험(RPT)

않는다.

RPT는 인증시험 단말기의 무선 환경 RF 성능
한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시험항목은
송 · 수 신 기 성 능 및 근 거 리 장 애 (Near-field

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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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0

및 기지국 상호운용성 시험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5

(5) 네트워크 적합성 시험(NCT)

NCT는 Mobile WiMAX 단말기의 MA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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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계층에서 요구되는 동작의 적합성을 판단하

다. 요구 시험항목은 크게 계층 2와 3의 항목으로

는 시험이다. PCT와 유사하게 NCT 시험규격 작

구분하며, <표 12>에 나타난 시험그룹을 중심으

성과 검증은 각각 ETSI와 SGS에서 진행하고 있

로 시험항목이 정의될 예정이다.

■ <표 11> RPT 시험항목
TC ID

Description

RPT-8.2.1

Effective Isotropic Radiative Power Measurements

RPT-8.2.2

Effective Isotropic Sensitivity Measurements

RPT-8.3.1

Spherical Radiation Pattern Measurements

RPT-8.3.2

Total Radiative Power Measurements

RPT-8.3.3

Total Isotropic Sensitivity Measurements

RPT-8.4.1

Relative Radiation Performance Measurements

RPT-8.4.2

Intermediate Channel Sensitivity Measurements

■ <표 12> NCT 시험그룹
Test Group
Network Entry

Function
Network Discovery
Network selection/re-selection
Client Mobile IPv4

Addressing

Client Mobile IPv6
IPv6IP stateless address management
Discover

Client DHCPv4

Request-response
Use of DHCP allocated IP address
DHCP review
Device authentication

Security

User authentication
EAP-AKA
EAP-TTLSv0/MS-CHAP-v02

Network Entry and Exit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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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프라스트럭처 상호운용성 시험(IIOT)

WiMAX포럼의 프린시펄(Principal) 멤버 이상의 자격

WiMAX포럼은 IEEE 802.16 규격에서 규정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WiMAX포럼이 규정하는 모

고 있는 PHY/MAC, CS 계층 기술 외에 WiMAX망

든 시험항목에 대해 WiMAX 공인인증시험소

단대단(End-to-End) 솔루션의 적합성을 시험하고

(WFDCL : WiMAX Forum Designated Certification

판단하기 위한 시험규격을 네트워크 워킹그룹

Laboratory)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하고 통과해야 한다.

(NWG)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차를 나타낸다. 원칙적으로 WiMAX 인증시험 신

진행하며, IIOT에서 주요 인증 대상 장비는 RAS,

청과 진행에 관한 관리는 모두 WiMAXCert 웹 툴을

ACR, ASN-GW, AAA, HA, DHCP 서버 등이다. 시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실 WiMAXCert 웹

험항목은 페이즈1(Phase1)에서 43개, Phase2에서

툴에 그러한 기능들이 완벽히 구현되어 있지 않기

약 30개가 있으며, 기준규격은 WiMAX NWG에서

때문에 현재는 인증신청, 인증시료 등록, WFDCL

제정한 NWG R1.3.0이다. 인증시험은 2009년 2분

선택과 같은 매우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할 수 있다.
일단 WFDCL이 선택되면 인증시험 계약, 시
간 슬롯 할당, 실제 인증시험 테스트 등 인증시험

(7) Mobile WiMAX 공인인증시험 진행 절차

Mobile WiMAX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1
편

<그림 11>은 Mobile WiMAX 공인인증시험 절

주로 R1, R6, R3, R4 포인트를 위주로 시험을

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
집

전반에 관한 세부 절차는 WFDCL과 제조사 간에
직접 연락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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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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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Mobile WiMAX 공인인증시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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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AX포럼에서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 작업

해 관리한다. 인증된 제품이 차후 WiMAX 엔드

중이므로, 추후 세부 절차는 변경될 수 있다. 한편

프로덕트(End Product) 모듈(Module)로 내장되거나,

제조사가 Mobile WiMAX 인증시험을 위해

유사 제품군으로 시장에 재출시될 경우 최초 인

WFDCL에 제출해야 할 시료와 주요 문서는 다음

증모델의 Compliant Portion에 해당되는 시험항

과 같다.

목을 인증시험에서 면제해 주는 정책을 취하고

액세서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인증시료
인증신청서

있다.
WiMAX포럼에서는 후속모델이 최초 인증모

인증시료의 운영 매뉴얼

델의 Compliant Portion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따

PICS, PIXIT 문서

르고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증정책을

적합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문서

취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CPRM에

CRSL에 카테고리 C 시험항목이 존재할 경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우, 자체 시험성적서

다양한 WiMAX 인증시험 정책에 대한 제조업

WFDCL은 제출된 PICS와 최신 버전의 CRSL에

체의 이해를 돕고자 CPRM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근거해 테스트 계획을 산출하고 제조사에 통보한

보면, 인증신청 시에 먼저 제조사는 제출된 시료

다. Mobile WiMAX 인증시험 분야 중 RPT와 NCT

의 형태와 성격을 WFDCL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시험은 각각 WiMAX포럼 산하 TWG와 NWG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WiMAX 인증제품의

서 규격 작업을 하고 있으며, RPT 시험은 Wave2

Compliant Portion과 관련 있는 모델이면(가령 같

의 Phase 2 피처(Feature)부터 인증시험에 적용하

은 칩셋을 사용하는 경우) Compliant Portion에 대한

기로 하였다.

변경 여부를 알려야 하며, 이에 따라 인증시료는

모든 인증시험이 끝나면 WFDCL은 시험성적
서와 시험 결과를 포함하는 컴플라이언스 폴더

클래스Ⅰ 체인지(Class I Change) 또는 클래스Ⅱ 체
인지(Class II Change)로 분류된다.

(Compliance Folder)를 WCB에 제공하며, WCB는

Class I Change는 과거 인증받은 제품의

Mobile WiMAX 인증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에

Compliant Portion 변경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별

대한 부합 여부와 WiMAX 인증비용 납부 여부를

도의 추가시험은 하지 않고, 제조사는 WiMAX

확인한 후, 해당 제품을 WiMAX 서티파이드 프로

Certified Product List에 등록하기 위해 WiMAX

덕트 리스트(WiMAX Certified Product List)에 업데이

인 증 비 용 만 지 불 한 다 . Class II Change는

트한다.

Compliant Portion이 일부 변경된 경우로, 원칙적
으로 제출된 인증시료의 재시험이 요구된다.

(8) Mobile WiMAX 공인인증시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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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 Compliant Portion에 관한 구체적인

WiMAX포럼에서는 Mobile WiMAX 공인인증

변경사항과 이 변경사항이 이전 인증시험 결과에

된 제품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세부 사항들

미치는 영향을 기술해 WCB에 제출하도록 되어

을 컴플라이언트 포션(Compliant Portion)으로 정의

있다. 최종적으로 추가 인증시험의 범위는 W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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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결정된다.

도입해 CDMA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측정한 결과
를 TTA에 제출하고, TTA가 이의 자료에 대한 산

특
집

출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2006년에는 WCDMA

Ⅳ. 정보통신 통화품질 측정

서비스 측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고, 신규로
와이브로 서비스 평가기준과 측정 방식을 확립하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

였다. 2007년에는 WCDMA에 대해 광역시·도청

가 다양화되고, 사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이

소재지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측정을 실시했는

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데, WiBro와 VoIP(인터넷전화)에 대한 측정도 함께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막대한 부가가치가

실시하였다.

창출되었으나, 그 뒤에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품
질의 저하라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3G 이동전화에 대한 전국 측정과
WiBro,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

이 같은 시장경쟁 상황을 고려한 정부는 정보

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CDMA 사업자가 자율측정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객관적 측정에 의한

한 결과 자료를 받아 TTA가 분석했으며, 이동통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신 사업자가 보다 정확한 커버리지 맵을 인터넷

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통신 사업자

에서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

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발시켜 통화품질을 개

제공을 수행하였다.

선할 목적으로 1999년 정보통신 품질평가제도를

한편 3G 이동전화 서비스 품질평가는 음성통

도입해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분야(CDMA 음성통

화, 무선 데이터, 영상통화의 3개 분야로 구분해 3

화)의 품질 측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지역에서 측정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커버

TTA 시험실 및 측정차량에 측정 환경을 구축하고

리지 확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

품질평가협의회에서 정한 측정 기간 및 측정 지

해 매년 객관적인 통신망 품질평가 측정지표를

역 규모에 따라 전국 현장 측정 세부 측정계획을

정해 품질 측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수립, WCDMA 전국 측정을 실시하였다.

수준을 파악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품질 향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VoIP(인터넷전화) 서비스 측정은 가입자 체감
품질을 알기 위해 인터넷전화 주요 사업자에 대

그 동안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1999년에 이

해 음성통화 분야에서 측정을 실시하였다. WiBro

제도를 도입했으며, 2002년에는 CDMA 무선 데

서비스 품질 측정은 서비스 2개 사업자망이 설치

이터 시범 측정을 실시하였다. 2003년에 CDMA

된 지역의 서비스 품질 측정을 실시하였다.

무선 데이터 본 측정과 WCDMA 수도권 일부 지
역에 대한 시범 측정을 하였다.

TTA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 향
상과 고품질 유지를 위해 품질평가를 매년 시행

2005년에는 VoIP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범 측

해 왔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가 품질관리 조직을

정을 실시했으며, CDMA 사업자 자율측정제도를

신설하거나 강화해 정부의 품질평가에 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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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자체 품질시험, 문제점 개선 작업을 꾸준

바로잡기 위해 지방 및 비교적 소외된 곳까지 투

히 진행하도록 하였다.

자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지방 외곽에

품질평가가 진행된 결과 접속 성공 비율은 연
도별로 향상되었고, 이동전화 양호 지역 비율과

되었다.

품질 향상에도 큰 효과를 가져왔다. 품질평가 사

이밖에 품질평가 사업은 WCDMA 수출용 단

업은 서비스 초기망의 문제점을 안정시키는 데에

말기와 내수용 단말기의 필드에서 실제 호 발생

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을 통한 품질 비교, 각 상황(음성통화, 화상통화, 대기

TTA는 품질평가를 통해 망 구축 초기에 발생

모드 등)에 따른 단말기 배터리의 소모시간 테스트

되는 단말기의 오류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등 이동전화 관련 테스트를 통해 품질 개선을 위

단말기 제조사 및 통신사업자에 알려주었으며,

한 다양한 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시스템상의 오류 및 문제 지역을 사업자에게 통

또한 품질평가 현장 측정과 함께 이동통신 사

보해 추후 해당 문제 지역의 품질을 보완할 수 있

용자에 대한 품질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

도록 하였다.

써 현장 측정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품질평가 사업 수행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점검하였다. 설문조사는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만

도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족도, 행정권역 통화품질 만족도, 건물과 자동차

이윤 추구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품질평가 사업

내부에 대한 품질 만족도 등 이동전화 사용과 관

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감안할 수 있도록 유도

련된 다양한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하였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 발표를 통해 이동통신

한 예로 사용 호(Call)가 많이 발생하는 대도시
위주로 투자가 편중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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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대도시와 비슷한 통화품질을 누릴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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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품질을 개선토록 유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