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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드된 PRD 2.1은 EPL(End Product Listing)을

절 네트워크 분야

의무화하고 있다.
블루투스SIG는 블루투스 기기 간의 원활한 상
호운용을 통해 긍정적 사용자 경험을 강화시키려

Ⅰ. Bluetooth SIG

는 목적을 가지고 블루투스 인증 프로그램을 관
리하는 BQRB(Bluetooth Qualification Review Board)

블루투스는 무선통신기기 간에 근거리에서 저

를 설 립 하 였 다 . QPRD (Qualification Program

전력으로 무선통신을 하기 위한 기술로 1994년 4

Reference Document)는 인증 요구사항, 조직, 기능,

월에 에릭슨사 내부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

정책 등을 정의한 블루투스 인증 프로그램을 위

1998년 5월에 미국과 유럽, 일본의 관련 기업들이

해 중요한 참조문서로서 BQRB에 의해 승인되고

모여 블루투스SIG(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를

유지된다.
BQRB는 블루투스SIG 프로모터 기업에서 한

등 5개 회사가 프로모터 그룹을 만들어 1999년 12

사람씩 대표를 임명해 구성하고, 블루투스 제품

월에‘블루투스 버전 1.0B’기술규격을, 2002년 2

인증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월에는 블루투스를 인증하기 위한 규약인

역할을 한다. BQRB에 의해 임명되는 BQA(Bluetooth

‘PRD(Program Reference Document) 버전 1.0’을 발

Qualification Administrator)는 BQRB에서 정의한 정

블루투스 SIG는 2003년 11월에 블루투스 규격
버전 1.2와 2004년 10월에 버전 2.0+EDR(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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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했고, 에릭슨·노키아·IBM·도시바·인텔

표하였다.

2

책에 따라 활동하고,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보
장해 회원들이 인증제품을 효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Data Rate)를 발표했고, 2007년 7월에 버전 2.1+EDR

BQTF(Bluetooth Qualification Test Facilities)는 블루

를 채택하였다. PRD도 2006년 11월에 버전 2.0으

투스 표준규격에 따른 블루투스 제품을 시험하는

로 업그레이드하였다. PRD 2.0은 블루투스 제품

목적을 위해 BQRB에 의해 승인된 시험기관이다.

간의 상호호환성의 증대, 인증비용의 감소, 인증

BQB(Bluetooth Qualification Body)는 BQTF가 발행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인증 절차의 일관성을 유

한 시험성적서와 함께 제출된 컴플라이언스 폴더

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8년 3월에 업

(Compliance Folder) 자료의 완전성·정확성·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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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토해 블루투스 제품의 인증 여부를 결정

Ⅱ. HNA(홈네트워크 국내 인증제도)

하고, 인증제품 목록에 제품을 등록시킨다.
그러나 PRD 2.0에서는 BQB가 BQE(Bluetooth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서 세계 최고

Qualification Expert)로 바뀌어 기존의 제품 인증과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

리스팅을 위한 BQE의 리뷰가 강제사항이 아니라

으로 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

고 명시하고, 고객이 블루투스 SIG를 통해 BQE

해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초고속 정보통신건

검토 없이 직접 리스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물 인증제도를 홈네트워크 분야에 확대해 홈네트

다. 또한 제품 간의 효과적인 상호운용성 확보를

워크 건물 인프라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위해 상호운용성 기준장비인 PTS(Profile Tuning

있다. 이 제도는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특등급 또

Suite)를 지정하고, 블루투스 제품의 프로파일을

는 1등급을 인증받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시험하는 데 이 장비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배선·배관이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홈네

블루투스SIG는 2007년 6월 와이브리(Wibree)포

트워크 건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럼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던 초저전력 응용에

2008년 시행을 위해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사용 가능한 와이브리 기술을 블루투스 규격으로

(HNA)를 주축으로 진행되던 홈네트워크 기기 인증

흡수하면서 저에너지 블루투스라는 새로운 응용

제도는 정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추진이 중단된 상

분야를 개척했다. 또한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가

태이며, 홈네트워크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를 중

능하게 하기 위해 2009년 하반기에 UWB(Ultra

심으로 홈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계획을 새로 작성

Wideband) 기술 또는 802.11 기술을 선택해 블루

하고 있다. 이 추진 계획에 따라 국내 홈네트워크

투스 규격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기술 수준으

기기 인증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것이다.

로는 802.11 기술이 우선 채택될 전망이다.
향후 블루투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무선기술들
을 접목해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분

Ⅲ. TTA(MMoIP 인증제도)

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의 MMoIP 인증기관은 TTA가 현재로서
는 유일하며, 070 착신번호 부여를 위한 기간 및
별정1호 사업자 역무 신청을 위해 음성품질에 대
한 TTA Certified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
정2호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음성품질 측정
시나리오 및 기준지표에 따라 TTA Verified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단말 및 호 처리 장
비의 인증을 위해 각 프로토콜별로 시험 기준과
<그림 1> | 블루투스 우산(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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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장비의 인증 서비스 제공 분야이다.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시험소가 시험을 수행하

프로토콜 : H.323, SIP, MGCP, 메가코

는 랩 기반(Lab-based) 프로그램과 로고를 획득하

(Megaco) 등

기 위해 업체 스스로 시험을 수행하는 자가 테스

대상 장비 : IP-PBX, 게이트웨이, IP폰, 게이

트(Self-Test)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던 인증체

트키퍼(Gatekeeper) 등

계를 서서히 랩 기반 프로그램 쪽으로 진일보시

특히 TTA에서는 방송통신 사업자 또는 공공기

킨 것이다. 이를 위해 IPv6 레디로고 위원회

관과 협의해 기관별·사업자별 네트워크 환경에

(Committee)에서는 관련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정비

적합한 IP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 품질 관련 시험

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BMT 및 품질 검증 서비스

대표적인 예로 검증된 시험소만이 기술위원회

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IT 분야 시험인증기관

(Technical Committee)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존에 활

인 톨리(Tolly), NTS 등에서 자체적으로 VoIP 분야에 대

동하던 랩(Lab) 및 기술(Technical) 멤버가 최소 6개

한 시험·인증을 진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SIP포럼

월 이상의 기술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에서는 매년 2회씩 상호운용성 검증을 위한 SIPit(SIP

이를 완수했을 경우에만 레커그나이즈 랩

interoperability test event)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Recognized Lab.)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변경하였

다. 또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기술위원회도 회의
참석에 대한 강제조항을 마련하였다(그림 2 참조).

Ⅳ. IPv6포럼

현재 IPv6 레디로고 프로그램에 Recognized
Lab.으로 지정된 기관은 TTA (한국), BII (중국),

2003년 11월부터 운영되어 온 IPv6 레디로고

CHT-TL(대만), IRISA(프랑스), UNH-IOL(미국)이

(Ready Logo) 프로그램은 2008년 새로운 도약기를

며, IPv6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

<그림 2> | v6 로고 위원회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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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의 연구기관 및 시험

Ⅵ. WiFi Alliance

소들도 Recognized Lab.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와이파이 얼라이언스(WiFi Alliance)는 와이파이
마크를 발급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1999년에 설립
되었다. IEEE 802.11 제품에 대한 상호운용을 인

Ⅴ. WiMedia Alliance

증하여 전세계에 인증제품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
며, 와이파이가 전세계 무선LAN 표준이 되도록

2008년 12월 현재 와이미디어 얼라이언스

추진하고 있다.

(WiMedia Alliance)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공통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는 시험 대상 제품이 와

무선 플랫폼(Common Radio Platform)은 22개 제품이

이파이 서티파이드(Certified) 기준장비와 상호운용

며, PHY 제품도 20여 개가 넘는다. 또한 6GHz의

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한 테스트 스

대역을 지원하는 밴드그룹(Bandgroup) 6 제품도

위트(Suite)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시험은 독립된

에일레온(ALEREON)과 스타카토 커뮤니케이션즈

시험기관에서 수행된다.

(Staccato Communications)사에서 인증을 받아 향후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는 와이파이 인증을 다음
의 분야에 대해서 추진 중이다.

UWB 제품의 확대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인증은 와이미디어 얼라이언스에서 주

Core Wi-Fi Functionality : 802.11a+b+g,

최하는 인증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2009년에

802.11h+d, 802.11n Pre

는 제3자 시험소를 통한 인증시험이 가능하도록 인

Multimedia : 802.11e 기반 QoS, WMM

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그림 3 참조).

Power save
Security : WPA2(802.11i, WPA), Extended
EAP

<그림 3> | 와이미디어 공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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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 Data Convergence : Wi-Fi Mobile

중이 프로파일은 스마트 에너지, 텔레콤 애플리케

Convergence(WMC)

이션, 개인 홈 헬스케어(Personal Home Health Care), 홈

RF, Voice over Wi-Fi

오토메이션, 상업적 건물 자동화(Commercial Building

현재 100Mbps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IEEE

Automation), 무선 센서 네트워크 등이 있다.

802.11n 초안(Draft) 규격에 대해서 와이파이는 프

지그비 얼라이언스는 2004년에 처음으로 지

리서티파이케이션(Pre-Certification)이란 명칭을 사

그비 1.0 표준이 나온 이래 2007년 버전이 나오면

용하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인증을 제공하고 있

서 프로토콜 계층별로 구성되어 있던 워킹그룹을

다. 2008년 말부터 가정용 VoWiFi 인증 서비스를

개편해 ZARC(ZigBee Architecture Review Committee)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엔터프라이즈용 VoWiFi 인

를 두고, 그 하부에 프로파일 그룹을 두어 애플리

증도 제공하고 있다.

케이션 프로파일 개발과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그비 인증 프로그램은 지그비 플랫폼에 대
한 인증시험과 지그비 프로파일에 대한 제품시험
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8년에 스마트 에너지 프
로파일이 추가되어 19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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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ZigBee Alliance
LR-WPAN인 IEEE 802.15.4의 상위 계층 설계
를 위해 비영리 조직인 지그비 얼라이언스(ZigBee

<그림 5> | 지그비 인증마크

Alliance)가 결성되었다. 지그비 얼라이언스는 표

준화 기반의 안정적 데이터 전송을 위해 IEEE
802.15.4의 MAC과 PHY를 기반으로 그 상위에 네

Ⅷ. 모바일RFID포럼(RFID 국내 인증
제도)

트워크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시큐리티 등을
추가한 표준을 개발하였다.

900MHz대 RFID 리더, 태그 및 시스템은 TTA

이를 이용해 지그비 프로파일은 서로 다른 생

에서 독자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모비온 서비스

산자가 만든 비슷한 기기들 사이의 상호운용성과

용 리더와 태그에 대한 인증은 모바일RFID포럼

호환성을 제공한다. 지그비 얼라이언스에서는 다

(www.mrf.co.kr)을 통해 인증하게 되며, TTA에서

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응용 프로파

인증시험을 수행한다.

일의 정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그비 얼라이언스에서 개발했거나 현재 개발

또한 모바일RFID포럼에서는 그 동안 기술표
준화, 시험규격 개발, 로고 제정 및 인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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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추진해 모비온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기반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증 프로그램 운영

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모비온 서비스 용도로 보

을 통해 시장에 NFC 인증제품을 출시하고자 진행

급되는 리더와 태그는 모비온 로고 인증을 받도

해 오고 있다(그림 6 참조).

록 포럼에서 권고하고 있다.

Ⅹ. EPCglobal
Ⅸ. NFC포럼
UHF(860~960MHz) 대역 RFID 분야의 사설표준
2004년에 노키아·소니·필립스 주도로 설립

화단체인 EPCglobal Inc.(www.globalinc.org)에서는

된 NFC포럼은 13.56MHz 대역의 비접촉식 RFID

2005년 9월부터 EPC Gen 2 표준으로 개발된

기술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의 확산을 목

RFID 리더와 태그에 대한 하드웨어 적합성 인증

표로 표준화 및 인증 프로그램을 구축 중이다.

(Hardware Conformance Certification)을 제공하기 시

기본적으로는 ISO/IEC 18092, 14443 스마트카

작하였다.

드 기술 및 소니의 FeliCa를 기반으로 읽기·쓰기

또한 퍼포머스 태스팅 랩(Performance Testing

모드, 단말 간 통신 모드, 카드 에뮬레이션의 3가

Lab.)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 지정 프로그램도 전

지 동작모드를 지원하는 단말구조를 정의하고 있

세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임피뉴(Impinj), NXP,

다. 그리고 RF 및 프로토콜에 대한 적합성 시험을

TI 등을 비롯한 태그칩 제조사와 에일리언(Alien),

통해 인증을 부여하려고 한다.

인테멕(Intemec), AWID, 싱매직(Thingmagic) 등의

<그림 6> | NFC포럼 표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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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
고 있다.

특
집

1
<그림 7> | EPCglobal 인증마크

제
리더 제조사에서는 EPCglobal의 하드웨어 적합성

2절

소프트웨어 분야

2

인증을 받은 제품을 200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EPC Gen 2 표준으로 개

편

Ⅰ. NSTL

발된 리더와 태그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해 전세
계 사용자에게 제품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NSTL은 1983년 NIST(미국기술표준원)에서 분리
되어 설립된 세계 최초의 IT 테스팅 및 품질보증

또한 2006년 9월부터는 리더와 태그 상호간의

전문기관이다. MS WHQL (Windows Hardware

호환성을 검증하는 하드웨어 상호운용성 인증

Quality Labs) 로고 프로그램과 윈도 CE(Windows CE)

(Interoperability Certification) 및 리더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RedHat

RP(Reader Protocol)과 ALE(Application Level Event) 분

Linux SW 인증 서비스 등 각종 로고 인증 및 표준

야의 소프트웨어 인증(Certification)을 제공하기 시

서비스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Mobile2Market의 일환으로

작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HF(13.56MHz) EPC Gen 2 규

MS 윈도 모바일 장치를 위한 SW 인증 서비스를

격을 표준화해 HF Gen 2 HW 적합성 인증을 제

하고 있다. 인증의 종류로는 포켓 PC(Pocket PC)를

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EPC 인증은

위한 윈도 모바일 디자인(Designed for Windows

MET연구소(MET Laboratories)에서 단독으로 인증시

Mobile) 과 스마트폰 OS (Smartphone OS)를 위한

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험을 수행하였다.

Windows Mobile 5.0/6.0이 있다. 또한 MS의 새로

EPCglobal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새로운

운 운영체계(OS)인 윈도비스타에 대한 SW 상호운

ARTC(Approved RFID Testing Center) 프로그램을 도

용성 인증 서비스인 윈도비스타 인증(Certified For

입해 지역별로 EPC 적합성(Conformance) 및 상호

Windows Vista)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운용성(Interoperability)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편

USB 제 품 의 상 호 운 용 성 시 험 (Checklists,

<그림 8> | NSTL에서 제공하는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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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Testing, and Demonstrated Operation)을 수

행한 후 USB-IF 인증도 부여하고 있다.

2007년 6월부터는 ISV(Independent Software
Vendors)를 대상으로 MS 다이내믹 인증(Certified for
Microsoft Dynamics)과 윈도 서버 2008 인증(Certified
for Windows Server 2008)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Ⅱ. VeriTest

TTA SW시험인증센터는 VeriTest 인증을 국내
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VeriTest와 TTA가

베리테스트(VeriTest)는 1987년에 설립되어 다

공동으로 개발한 평가항목을 통해 기능성, 운영

양한 아웃소싱 시험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

체제 적합성, 사용성, 성능, 국제화 정도 등을 평

스하고 있다. 현재 VeriTest는 라이온브리지

가한다.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그림 9>와 같은

(Lionbridge)사의 한 사업부로서 SW 분야의 최고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테스트

있다.

퀘스트(TestQuest)사와 공동으로 테스트퀘스트 카
운트다운(TestQuest CountDown) 연구소를 베이징에
설립해 모바일 테스트 자동화 및 관리 툴 연구를

Ⅲ. TÜVIT

진행 중이다.
SW, HW, 네트워크 장비 등의 시험 서비스와

튀비트(TÜVIT)는 1990년 정보기술연구소(IIT-

QA 컨설팅 서비스, 벤치마크 테스트 서비스를 제

Institut fu.. r Informationstechnik)로 시작해 1996년

공 중이다.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13개의

RWTÜV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TÜVIT는 IT 인

시험소 설립·운영을 통해 고객의 지역적 특성을

증 서비스, HW/SW 제품평가, 벤치마크 테스트,

반영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안 컨설팅, IT 프로젝트 품질관리 및 감리 서비

시험인증 서비스를 위해 다수의 대형 장비와

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0여 명의 시험 전문인력을 보유하며, 세계적

IT 프로세스, IT 프로젝트, IT 제품 품질 등의

기업인 MS, 유니시스(Unisys), IBM, 알카텔(Alcatel)

품질 관련 서비스와 시스템 도입 및 개발 프로젝

등과 기술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MS의 윈도

트 관리, 프로세스 개선 상담 등을 한다. IT 보안

로고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 그 기술

분야에서는 국제표준에 따른 보안시험 및 인증

력을 인정받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안 컴포넌트 신용도와 보

<그림 9> | VeriTest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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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관리 효율성 검증을 지원하고 있다.

시험인증 서비스 부문에서는 ISO 9126과 ISO

현재 독일 본사에만 100여 명의 전문인력이

12119 기반의 SW 품질평가 모델을 통해 제품을

활동하며, 독일연방(국회, 경제부, 환경부, 정보보안청,

평가한 후, 통과한 제품에 한해 적합성 및 품질 레

우정공사), 도이체방크, 알리안츠 보험, 도이체텔

벨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and Quality Label)를

레콤, SAP AG, 다임러크라이슬러, GM유럽(GM

발급하고 있다.

특
집

1
편

Europe)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다.

2
편

<그림 11> | STQC 인증마크

편

Ⅴ. CRIM STC
Ⅳ. STQC
CRIM STC(Software Test Centre)는 캐나다 퀘백
인도 정보기술부 (Department of Information

(Quebec)주 몬트리올의 114개 산학연 관련 기관들

Technology) 산하의 STQC(Standardization, Testing and

의 연합으로 1985년에 설립된 비영리 SW 평가기

Quality Certification)는 1980년대 초에 설립되었다.

관이다. 약 9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기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위한 시험 서비스를

140개의 회원사가 있다.

수행했고, 급성장하는 IT산업에 발맞추어 현재는

SW 시험인증 및 개발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SW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

와 SW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

하고 있다.

공한다. 또한 웹, SW, DB, 네트워크, 보안관리 등

SW 전문가 양성을 위해 CSQP(Certified Software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주 고객으로는 벨캐나

Quality Professional), CSTM(Certified Software Test

다(Bell Canada), 캐나다경제개발(Canada economic

Managers) , CISQA (Certified Internal S/W Quality

Development), 에릭슨(Ericssion) 등이 있다.

Auditor)와 같은 공인자격증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

니라, IR-FT(IBM-Rational Team Test for Fundamental

Ⅵ. AppLabs

Configuration Management)과 같은 실무적 교육 프로

그램 등을 제공한다.

편

4

<그림 10> | TÜVIT 인증마크

Testing)와 IR-CM(IBM-Rational Clear Case for Software

3

앱랩(AppLabs)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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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2005년 4월에 키랩(KeyLabs)을 인수하였다.

따라 ITI로 바뀌었으며, 2001년 4월에 CenPRA로

인도의 퓨처바자 인디아(FutureBazaar India Ltd)와 합

명칭이 변경되었다. SW 제품 평가를 위해

작하여 각종 해킹 및 인터넷 범죄에 대응할 수 있

MEDE-PROS라 는 평 가 모 델 을 개 발 했 으 며 ,

는 보안성 시험 및 보안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MEDE-PROS를 이용한 평가 결과에 따라 브라질

2007년 12월부터 LAMP(Linux Apache MySQL
Python)를 기반으로 개발된 테스트 케이스 관리도

의‘올해 최고의 SW 제품(Software Product Prize)’
을 수여하고 있다.

구인 TEMA(Test Management Tool)를 오픈소스 커뮤
니티(OSS)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Ⅸ. GGS
GGS(GuteGemeinschaft Software)은 독일 소프트

Ⅶ. NTS/XXCAL

웨어 조합으로 ISO/IEC 12119 표준에 기반한 국
가 제품 인증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패키지 소프

NTS/XXCAL은 미 국 캘 리 포 니 아 주 컬 버

트웨어의 제품 기술(Description)이 제품과 일치하

(Culver)에 위치하며, 영국·일본 등 전세계 14개

는지를 해마다 20여 개의 제품에 관해 시험인증

의 시험소에 약 1,000여 명의 시험 전문인력을 보

하고 있다. 시험 대상은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정

유하고 있다. 1961년에 설립되어 항공·국방·산

밀(critical)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국한하고 있다.

업 분야의 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NTS는
1982년에 설립된 컴퓨터 시험 전문기관인 XXCAL
사를 1998년에 합병해 품질 서비스 제공 영역을

Ⅹ. SQC

IT 분야까지 확장하였다.
MS WHQL 프로그램을 포함한 SW 테스트, 네

SQC는 일본 최초의 SW 시험 전문기업으로

트워크 테스트, 품질보증 컨설팅, 벤치마크 테스

1995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일본 본사와 상하이

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지그비

지사에 50여 명의 SW 시험 전문인력과 품질 컨설

테스트와 Xbox/Xbox360, PlayStation 2/3,

팅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GameCube/Wii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5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SQUAD 평가모델
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시험에 활용하며, SW의 무
결성과 안정성 시험, 부하 및 성능 시험을 하고 있

Ⅷ. CenPRA

다. 또한 SW 품질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CenPRA(Centro de Pesquisas Renato Archer)는 브
라질 정보통신부(MCT) 산하 시험인증기관이다.
1982년에 설립된 CTI가 2000년 8월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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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JQA/JATE

XIV. NAST

특
집

JQA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인증 수행 기

NAST는 2004년에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

관이고, JATE는 일본 우정성 산하의 인증 수행 기

회(CNCA)가 비준하여 설립한 시험·인증 수행 기

관이다. 보안 SW 및 시스템, 통신단말기기 등에

관이다. SW 시험 서비스 제공, 테스팅 기법 연구

대한 인증을 수행하며, 자국의 실정을 고려한 SW

및 SW 시험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공학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도 한다.

편

제

3절

디지털방송 분야

Ⅰ. 미국

4

개 지사, 1,000여 명의 연구원을 보유하고, 35개
이상의 언어 현지화 시험과 기능 및 성능 테스트,

편

1. CableLabs

회귀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 CMMI Level 3를 획득해 정부공인 SW

케이블랩(CableLabs)은 북미 3대 케이블방송 사

업체로 선정되었다. MS, HP, IBM, 오라클, SAP,

업자인 컴캐스트(Comcast), 타임워너케이블(Time

선마이크로시스템즈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Warner Cable), 콕스(Cox)를 포함한 케이블방송 사

SW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자들이 출자하여 1988년에 설립한 비영리 연
구·개발 컨소시엄으로서,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
는 케이블통신 기술규격을 개발하고, 규격에 따

XIII. CSTC

른 제품의 시험 및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랩이 수행 중인 프로젝트는 DOCSIS(Data

CSTC(China Software Testing Center)는 중국 소프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 PacketCable,

트웨어 측정평가센터로 1990년 신식사업부와 국

OpenCable, 케이블 정보 서비스(Cable Information

가품질검사총국이 비준하여 설립한 시험·인증

Services), VoD 메타데이터(Metadata), 첨단 광고

수행 기관이다.

(Advanced Advertising), UDCP(Unidirectional Digital

2008년까지 SW와 HW 시험을 5,000여 건, 프
로세스 평가 및 자문을 100여 건 수행했고, 개인
자격인증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편

었고,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 중관
춘(中關村)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에 10

편

2

XII. Beyondsoft
비욘드소프트(Beyondsoft)는 1995년에 설립되

1

Cable Products) 등이다.

케이블랩은 인증시험 제공을 통해 인증에 합
격한 장비가 미국 내에서 판매되도록 한다. 그리
고 제조업체가 개발한 장비 간의 호환성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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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상호운용성 시험 행사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공인해 주는 케이블랩(CableLabs) 등의 시험기관에

각 제조업체가 자사와 타사 제품의 정합시험을

서 시험해 합격된 제품에 한해 인증을 부여하고

통해서 개선사항을 제품 개발에 반영하게 한다.

판매를 허용한다.

2. MSTV

Ⅱ. 유럽연합

1956년에 설립된 MSTV(Association for Maximum
Service Television)는 FCC(Federal Communications

1. ETSI

Commission), 의회, 방송 주파수 정책을 관할하는

기관, 관련 정부기관에게 TV방송 산업계를 대표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해 기술적인 이슈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MSTV는

Institute)는 유럽의 표준화기구로서 모든 데이터방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와 밀접

송의 근간이 되는 MHP(Multimedia Home Platform)

하게 일해 왔으며 방송산업계, 가전사, 전문 비디

규격을 제정했으며, 이를 여러 매체에서 사용할

오 산업계, 다른 기술산업계 간에 의견을 나눌 수

수 있도록 하는 GEM(Globally Executable MHP) 규격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도 제 정 하 였 다 . GEM은 OCAP (OpenCable

MSTV는 HDTV 방송국 모델 (Model HDTV

Applications Platform)와 ACAP(Advanced Common

Station) 프로젝트와 DTV 방송국(Digital Television

Application Platform)의 기본 참조규격으로 사용되

Station)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새

고 있다.

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ETSI는 수신기 제조업체가 만든 디지털 위성

동시험실(Mobile testing laboratory)을 구축해 지상파

데이터방송 수신기 등이 MHP(디지털 데이터방송의

방송사에서 이를 이용해 다양한 시험을 할 수 있

미들웨어 표준) 규격에 적합하게 구현되었는지를

도록 지원한다.

인증해 로고 사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로
고관리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3. FCC
2. DTG
연방통신위원회(FCC : Federal Communications

586

Commission)는 1934년에 설립된 미국의 정부기구

DTG(Digital TV Group)는 영국 내의 디지털 지

로서 통신법에 따라 무선, 위성, 케이블, 라디오,

상파TV 방송을 위해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텔레비전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준을 구현할 목적으로 1995년에 구성된 디지털

특히 연방통신위원회는 자국의 디지털 케이블

텔레비전 분야의 산업계 단체이다. 이 단체는

셋톱박스 내장형 디지털TV 판매 유통을 위해서

BT(British Telecom), 디지털UK, ATI, BBC, 에코스

는 FCC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CC가

타(Echostar), 디스커버(Discovery), 돌비, MS, 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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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노키아, 소니, 삼성, ADB 등 약 100여 개 기관

는 차세대 EuroDOCSIS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품시험, 시험 스위

케이블 콘텐츠 보안 프로젝트는 향후 복수 유

트(Suite) 개발, 양방향 애플리케이션 시험 및 지상

선방송 사업자(MSO : Multiple System Operator)의 콘

파 엔지니어링 채널을 통한 다운로드 운영 등의

텐츠 보안(Security) 요구사항을 연구하고 DVB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고해 현재 CA(Conditional Access) 구조를 현대화

DTG는 영국 시장의 디지털 지상파TV 수신기

편

2
4. IRT

편

(Rich media) 서비스 및 제품의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자화사로 시험센터인 DTG테스팅

IRT(Institut fur Rundfunktechnik)는 14개의 공공

(DTG Testing Ltd.)과 분석 자문회사인 DTG관리서

방송기관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유럽의 방송기술

비스(DTG Management Services Ltd.)를 운영 중이다.

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독일 뮌헨에 있다. IRT는
EBU(European Broadcasting Union), ITU(International

3. ECL

1

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에 대한 상호운용성 시험을 6년 이상 수행했으며,
현재 디지털 스위치오버(Switchover)와 리치미디어

특
집

Telecommunication Union), DVB, WorldDMB와 같

은 국제표준화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MHP 테스트
ECL(EuroCableLabs)은 2004년에 TV와 IP 서비

센터,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테스트센터,

스를 위한 광대역 케이블 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MXF(Material eXchange Format) 테스트센터를 운영

활동을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유럽의 주요 케이

하고 있다.

3
편

4
편

5
편

블 사업자들이 설립하였다. 신기술 연구, 기술표

MHP 테스트센터는 콘텐츠 생성에서부터 가

준 개발, 제조사 인증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전제품으로 송출하기까지의 모든 시험을 제공하

리고 케이블통신 시스템 제품의 상호운용성을 개

기 때문에 가전사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방송

선하고 표준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증 프로그

사들이 실제 환경에서 MHP 제품을 시험할 수 있

램도 운영하고 있다.

다. DAB 테스트센터에서는 단대단 테스트 사이

ECL은 DTV, 차세대 유로닥시스(Next generation

트를 제공하고 있어서 DAB 수신기의 모든 기능

EuroDOCSIS), 케이블 콘텐츠 보안 프로젝트를 수

시험이 가능하다. MXF 테스트센터에서는 파일,

행하고 있다. DTV 프로젝트는 향상된 변조구조,

인코더, 디코더 등의 MXF 제품의 표준적합성과

채널 부호화 알고리즘을 포함한 차세대 케이블 전

성능 시험, 상호운용성 시험을 제공하고 있다.

송기술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된
결과는 새로운 DVB-C2 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차세대 EuroDOCSIS 프로젝트는 CableLabs
및 제조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현재 케이블
모뎀의 100Mbps 한계를 넘는 데이터율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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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워킹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

절 이동통신 분야

주요 사업자로는 인도의 타타텔레서비스(Tata
Teleservices), 미국 US셀룰럴(US Cellular), 버라이존
(Verizon), 캐나다 텔루스(Telus)와 같은 800/1900MHz

I. CCF/CTIA

사업자를 비롯해 남미, 동유럽, 러시아와 같은
450MHz 대역 CDMA 사업자들도 CCF 인증 프로

CDMA 분야에는 GSM 분야의 GCF와 같은 역

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주요 제조업체로는 퀄컴,

할을 하는 CCF 인증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국제인

노키아, 모토로라, 비아텔레콤(Via Telecom), 하이얼

증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CDMA 국제인증

(Haier), 교세라, LGE, ZTE와 같은 전세계 대기업을

포럼인 CCF(CDMA Certification Forum)는 기존의

비롯해 국내 여러 중소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CDMA 인증제도의 문제점(시장 진입까지의 시간

2007년부터는 3GPP2 프로토콜 분야 기술규

및 비용)을 해소하고자 CDMA 제조업체와 사업

격 변경에 따른 CCF 시험규격 변경 논의가 시작

자, 시험기관 및 관련 장비업체 등의 참여로 2005

되었으며, 현재는 시험규격 변경 및 시험장비 검

년에 시작된 포럼이다.

증 과정이 90% 이상 완료되었다. 2009년 초에는

조직은 <그림 12>와 같이 크게 이사회(Board of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시험규격을 운영할

Directors), 사무국(Secretariat), 조정위원회(Steering

것이다. 참고로 변경(migration)된 기술규격은 <그

<그림 12> | CCF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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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프로토콜 기술규격 변경

림 13>과 같다.

최근 들어 CDMA 시장의 축소 및 비동기 분야

CTIA (Cellular Telecommunication & Internet

에 비해 불합리한 인증 절차 등의 문제점을 해결

Association) 인증 프로그램은 미국 셀룰러 이동통

하고자 통합인증 프로그램 논의가 진행되고 있

신 사업자와 기기 제조업체로 구성된 CTIA에서

다. 과거 북미의 제조업체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

운영하는 인증 프로그램으로서, CCF가 활성화되

라 CTIA, CCF 인증 또는 CDG 시험규격을 바탕으

기 전 북미 CDMA 시장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핸

로 한 시험소별 자체 인증 중 선택해서 진행해야

드폰은 이 인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단말기로 여러 사업자 또

CCF 국제공인 인증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북미 사

는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동일한

업자 역시 CTIA 인증 프로그램과 더불어 CCF를

3GPP2 규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로 다른 여러

인정하고 있다.

개의 인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CTIA 국제회의는 매년 봄, 가을 CTIA 무선회

이러한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고 모든 사업

의(CTIA Wireless Conference)와 함께 개최된다. 이

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할 만한 통합 프로그램을

회의 참석은 CTIA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위한 필

만들고자 2007년부터 CCF, CTIA, CDG가 함께 논

수조건으로 TTA는 2회 모두 참석해 CTIA 시험계

의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CCF 인증 프로그램을

획 업테이트(CTIA Test Plan Update) 및 기타 공인시

기본인증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험기관 운용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CDG 인증은 흡수되었으며, CTIA 역시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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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일부 시험 영역 외의 대부분을 CCF로

Group), FTAG(Field Trial Agreement Group)가 있고,

대치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그룹별로 활발하게 협력하며 작업한다. 2007
년부터 GCF SG의 업무효율을 위해 사업자 및 제
조사로 구성된 GCF위원회(GCF Board)를 신설하

II. GCF/PTCRB

고, GCF의 발전 방향 및 전략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였다.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는 유럽 GSM 연

GCF의 세부 그룹별의 담당업무는 <표 1>에

합체인 GSMA(GSM Association) 산하기관으로 유럽

정리하였다. 또한 GCF는 GSMA 관련 규격그룹인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제조업체 및 시험기관

ETSI, 3GPP, OMA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시

GCF의 조직 구조는 <그림 14>와 같다.
PTCRB(PCS Type Certification Review Board)는 북

험항목, 장비의 유효성 검증 작업을 워킹그룹을

미 GSM협회인 GSMNA(GSM North America)를 모체

통해 수행하고 있다.
GCF 산하 워킹그룹으로는 SG(Steering Group),

로 하는 북남미 휴대폰 사업자 중심의 단체이다

CAG(Conformance and Interoperability Agreement

(그림 15 참조). PTCRB는 사업자들이 구축해 놓은

■ <표 1> GCF 세부 그룹별 업무
그룹명
GCF SG
GCF Board

담당업무
인사, 회계, 회원, 신규 시험 분야 관리
전략, 법률, 마케팅, 홍보관리

GCF CAG

GSM/WCDMA RF, 프로토콜 기술진 회의

GCF FTAG

GSM/WCDMA 분야 시험 기술진 회의

<그림 14> | GCF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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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 PTCRB 조직도

3

네트워크 시스템을 검증되지 않은 휴대폰으로부

시되는 모든 GSM, GPRS, EGPRS 및 WCDMA,

터 보호하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HSDPA 휴대폰은 반드시 PTCRB 인증을 받아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 품질을 엄

만 북미 휴대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

격히 관리하고자 설립되었다.

GSM/WCDMA 휴대폰 시장이 국제적으로 활

PTCRB는 이 러 한 설 립 목 적 을 기 반 으 로

성화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각 시험기관에

PTCRB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북미 시장 진

대한 국제적 활동이 더욱 요구되었다. 이는 시험

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휴대폰이 PTCRB 인증

기관이 국제회의에 참여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게

단계를 거쳐 엄격한 품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인증시험 서

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인증 프로그램

비스를 제공하고, 각 회의에 대한 기여도를 높임

은 북미 무선산업 관련 업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으로써 시험기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

CTIA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CTIA는 CDMA 및

로 생각된다.

GSM/WCDMA 휴대폰을 비롯한 각종 무선장비의

이에 따라 PTCRB에서는 PTCRB 및 PVG회의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미 무선산업 진흥

참석을 준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회의에 적극적으

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PTCRB RFT

PTCRB 조직 및 인증 프로그램은 초기에 북미
사업자들 중심으로 활동 및 운영되었으나, 점차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GCF에서도 GCF회
의 참석을 권장한다.

남미 사업자들도 이에 호응해 적극적으로 이 인

휴대폰 분야의 시험인증은 체계화된 조직, 안

증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남미

정화된 시스템, 표준규격과 시험규격 간의 적절

사업자들도 네트워크 안정성, 북미 지역의 로밍

한 조화, 시장의 증가 등으로 그 영향력이 세계적

등을 이유로 PTCRB 프로그램에 많이 가입하고

으로 커지고 있다. 그리고 휴대폰 사업자들은 운

있다. 이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북미 및 남미에 출

영 시스템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해 국제시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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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있다.

증을 받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휴대폰 분야의 대표적인 인증단체인 GCF/

블루투스 분야 역시 PTCRB와 블루투스

PTCRB에서는 기존 시험인증 분야인 GSM/WCDMA

SIG(Special Interest Group)의 상호협력을 통해 IOT

이외에 휴대폰의 진화 방향과 속도에 따라 기본

분야 통합 프로그램을 논의해 왔으며, 현재는 관

성능 및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을 위

련 분야 공인시험소를 지정하기 전 상태이다. 현

해 지속적으로 시험항목을 추가해 나가고 있다.

재 TTA 블루투스인증팀도 관련 공인시험소 자격

또한 규격 제정기관과 협력해 향후 상용화될

획득을 준비 중이다.

LTE, SAE(System Architecture Evolution) , IMS(IP
Multimedia System) 등과 같은 기술개발이 활발히

III. WiMAX포럼

진행되고 있다.
한편 휴대폰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휴대폰
에 이종기술이 융합되는 휴대폰 기술 진화 방향

WiMAX포럼은 IEEE 802.16에 기반한 광대역

에 따라 타 기술 기관 및 포럼과 협력을 통해 상호

무선접속 표준기술의 상용화와 광대역 무선데이

인증 또는 통합인증 규격 제정을 위해 논의하고

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1년 6월에 설

있다. DTV, 무선랜, 블루투스 등이 현재 활발히

립된 비영리단체이며, 상용화를 위한 관련 기술규

논의되고 있는 분야이다.

격의 개발 및 장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제품

DTV 분야는 GCF와 모바일DTV연합(Mobile

인증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와이맥스포럼에는

DTV Alliance) 공동으로 DVB-H에 대한 인증 프로

현재 전세계 유수의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을

그램을 개발 중이며, 무선랜 분야는 PTCRB와 와

포함한 500여 개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

이파이연합(WiFi Alliance)이 함께 컨버즈드 디바이

며, 시장의 확대에 따라 계속 증가는 추세이다.

스(Converged Device)라는 명칭의 통합 시험규격을

회원사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포럼

<그림 16> | WiMAX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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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하에 6개 태

는 보드(Board) 멤버, WiMAX 제품 개발사로서 워

스크그룹를 두고, WiMAX포럼 인증 프로그램의

킹그룹 내 투표권을 행사하는 프린서펄(Principal)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공인 검증·인증시험소

멤버, 워킹그룹에는 참여하지만 투표권은 없고,

선정, 인증시험 요구항목 및 시험규격에 관한 검

WiMAX포럼이 제공하는 정보 DB에 접근 가능 권

토 및 승인을 담당한다.

1
편

한의 유무에 따라 레귤러 플러스(Regular Plus) 멤버

TWG(Technical WG)는 IEEE 802.16에 기반한

와 레귤러(Regular) 멤버로 구분된다. 현재 보드 멤

WiMAX 에어 인터페이스(Air-Interface)에 대한 시

버로는 KT, 삼성전자, 스프린트넥스텔, 인텔 등

험규격을 검토하거나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구

15개사, 프린서펄 멤버에는 보다폰(Vodafone) 등

체적으로는 <그림 17>과 같이 시스템 프로파일,

119개사, 레귤러 멤버로는 MS를 비롯한 384개사

PICS, RPD(Recommended Practice Document)의 작성

가 소속되어 있다.

과 인증 프로파일 추천 작업을 한다. 시험 분야별

와이맥스포럼 조직은 <그림 16>과 같이 의장

로는 RCT와 MIOT 시험규격은 TWG에서 직접 작

을 중심으로 이사회, 사무국, 지역사무소, 그리고

성하며, PCT 시험규격인 TSS&TP는 ETSI의 개발

9개의 WG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인증 프로그램

의뢰를 받아 작성한다. 또한 TWG에서는 작성된

과 가장 관련이 있는 WG는 CWG, TWG, NWG

시험항목 중에서 WiMAX 인증 웨이브별로 필요

이다.

한 시험항목을 선정하는 작업을 한다.

CWG(Certification WG) 의장은 인텔과 노키아

특
집

NWG(Network WG)는 IEEE 802.16에서 정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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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 WiMAX포럼 TWG 조직도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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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은 WiMAX 단대단 서비스망 제공을 위

검토하고, 시험항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

한 네트워크 관리 기능 및 요구항목을 정의하는

을 한다. 현재 마지막으로 발행된 NWG 기술규격

기술규격을 작성하거나 시험규격을 검토하는 역

버전은 1.3.0이며, 2009년 2분기에 통합버전 1.5.0

할을 맡고 있다. NWG 산하 NWIOT 그룹에서는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CT와 IIOT 시험을 위한 NICS, TSS&TP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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