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07.0135/R1

개정일: 2018년 12월 31일

TTA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플랫폼 표준 적합성 시험

Standard

Conformance Test for Open Cloud-based Smart
Broadcasting Platforn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표준초안 검토 위원회

방송공통기술 프로젝트그룹(PG804)

표준안 심의 위원회

방송 기술위원회(TC8)

위원회 및
성명

소 속

직위

표준번호
직위

표준(과제) 제안

김근형

동의대학교

PG804

TTAK.KO-

의장

07.0135/R1

교수
TTAK.KO-

표준 초안 작성자

김정현

TTA

선임

07.0135/R1
TTAK.KO-

천대성

㈜에어코드

팀장
07.0135/R1
TTAK.KO-

김덕중

(사)한국티커머스협회

소장
07.0135/R1
TTAK.KO-

배원규

주식회사 티브로드

과장
07.0135/R1

김근형 외

TTAK.KO-

표준 초안 검토

-

-

PG804

PG802 위원

07.0135/R1

김상진 외
표준안 심의

-

방송기술위

TTAK.KO-

원회 위원

07.0135/R1

-

TC8위원

TTAK.KO김대중

TTA

김태영

TTA

부장

07.0135/R1

사무국 담당
TTAK.KO선임
07.0135/R1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TTA에 있으며, TTA와 사전 협의 없이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본 표준 발간 이전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는 본 표준의 ‘부록(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후 접수
된 지식재산권 확약서는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표준과 관련하여 접수된 확약서 외의 지식재산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발행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5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Tel : 031-724-0114, Fax : 031-724-0109
발행일 : 2018.12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클라우드 방송 환경의 클라우드 방송 서버에서 실행되고 수신기에 전송되어
표현되는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한 클라우드 방송 환경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시험대상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이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플랫폼(TTAK.KO-07.0129)[1]’
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구현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적합성 시험(Conformance Test)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 환경 및 시험 항목과 절차 그리고 판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표준이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은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플랫폼(TTAK.KO-07.0129)’ 표준의
적합성 시험을 위하여 구축된 시험 환경에 대하여 소개하고 해당 표준의 요구 사항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의된 각 시험 항목에 대한 개요와 시험 항목의 요구 사항, 수행
절차, 그리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 기준에 대한 기술로 구성된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 해당 사항 없음.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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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e standard is to propose test environment and test description including the
procedure and pass criteria for verification of devices for conformance with the “Open
Cloud-based Smart Broadcasting Platform’ standard.

2 Summary

The standard describes test environment built for the “Open Cloud-based Smart
Broadcasting Platform(TTAK.KO-07.0129)’ standard conformance and specifies each
test that consists of its brief description, requirement, test procedure and pass criteria.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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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플랫폼 표준 적합성 시험
(Conformance Test for Open Cloud-based
Smart Broadcasting Platform)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적합성 시험을 위하여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플랫폼”표준의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서 시험 항목을 앱(App) 모델, 전송기술, W3C/HTML5, 확장 API,
수신기 연동 프로토콜 등 5 개 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각 항목을
구성하는 개별 시험 항목은 시험의 목적과 수행 절차, 판정 기술을 통해 시험 대상
플랫폼의 구현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본 표준의 시험 항목은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플랫폼’ 표준의 기술 요구
사항에 한하며, 해당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 요구 사항은 시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인용 표준

TTA, TTAK.KO-07.0129,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플랫폼’, 2016.12

3 용어 정의

3.1 클라우드 방송

본 표준의 기술을 적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방송 플랫폼을
의미한다.

3.2 앱 실행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실행환경을 의미한다.

3.3 애플리케이션 생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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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되고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을 명확하게 지정한 방법을
의미한다.

3.4 애플리케이션 시그널링

클라우드 방송서비스 제공자가 헤드앤드 시스템의 AIT 정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3.5 방송 연동형 애플리케이션

방송 비디오와 오디오 같은 수신기의 방송 자원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형식이다.

3.6 방송 독립형 애플리케이션

방송 비디오와 오디오 같은 수신기의 방송 자원의 상태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상태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형식이다.

3.7 클라우드 실행 화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서버 플랫폼에서 실행되어 랜더링된 화면으로 비디오
혹은 이미지 형태로 압축되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전송된다.

3.8 클라우드 서버 플랫폼(클라우드 플랫폼)

표준에 따라 구축된 클라우드 서버(SW 및 HW)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웹 실행 환경 및 확장 API 기능을 제공하고 실행 화면을 비디오 혹은 이미지
형태로 수신기에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3.9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방송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방송 인프라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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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를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클라우드 서버 플랫폼에서 실행되어
실행화면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전송되어 표시된다.

3.11 클라우드 방송 서버(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서버 플랫폼이 구현된 서버를 의미한다.

3.12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

본 표준에 따라 클라우드 서버 플랫폼에 접속하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수신할 수
있는 방송 수신기를 의미한다.

3.13 클라우드 서비스 메뉴

클라우드 방송 사용자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메뉴
UI 로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미리 탑재된 UI,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된 UI
혹은 제 3 의 클라우드 방송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실행되는 UI
형태이다.

3.14 클라우드 데이터

클라우드 방송 서버에서 실행된 클라우드 방송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전송되어

표시되기

위해

전송되는

데이터로

클라우드

서비스

전송방식에

따라

실행화면의 이미지 혹은 비디오 데이터와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서 입력되어 전송되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 등이 있다.

3.15 클라우드 방송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 방송 서버를 구축하여 운용하며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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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영역(application protocol layer)

클라우드 데이터가 전송되는 통신 채널에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중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헤더와 클라우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모델에서 Presentation Layer 의 상위 레이어와 유사함)

3.17 스트리밍 서버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비디오

형태로

전송되는

경우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비디오를 송출하는 역할을 하는 서버를 의미한다.

3.18 적합성 시험(Conformance Test)

제품이나 시스템이 특정한 기준이나 표준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험이다.
3.19 테스트케이스(Test Case)
적합성

요구

사항에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한 모든 문서 및 자원을 포함하는 집합이다.
3.20 테스트슈트(Test Suite)

특정한 기준이나 표준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케이스의 집합이다.
3.21 시험 대상 수신기(DUT, Device Under Test)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는 수신기 장치로 테스트케이스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판정하게
되는 대상 장치를 의미한다.

4 약어

AIT

Application Information Table

AMPT

Application Management Policy Table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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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Cascading Style Sheets

DOM

Document Object Model

DUT

Device Under Test

HTML5

Hypertext Markup Language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

OSI

Open System Interconnection

PNG

Portable Network Graphics

SVG

Scalable Vector Graphics

UX

User Experience

WebGL

Web Graphic Library

W3C

The World Wide Web Consortium

5 클라우드 방송 적합성 시험 표준 요구사항

5.1 클라우드 방송 적합성 시험 표준 개요

본 표준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등 다양한 방송 환경에서 HTML5 를 기반으로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사용자 경험(UX)을 통해서 실행하기 위하여 수신기가
‘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구현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환경 및 시험 항목과 절차 그리고 판정 기준을 정의한다.

5.2 클라우드 방송 적합성 시험 환경 개요

본 표준에 따라서 수행되는 시험은 다음과 같은 시험 환경을 구성하여 수행된다.

(그림 5-1)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 시험 환경(앱 모델, W3C/HTML5, 확장 API 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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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 시험 환경(수신기 연통프로토콜, 전송 기술 등)

(그림 5-1)은 앱 모델, W3C/HTML5, 확장 API 등 클라우드 방송 서버의 실행 환경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환경 구성을 나타낸다. 테스트케이스 앱은 방송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테스트 채널에서 앱 시그널링을 통해 실행 되거나, 시험 대상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테스트앱 실행 메뉴를 통해 실행될 수 있다. 이렇게
실행된 앱은 시험 결과를 테스트케이스 앱 서버에 전송한다.
반면, (그림 5-2)는 수신기 연동 프로토콜 및 전송 기술 등 클라우드 방송 서버와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 간 통신 규격을 시험하기 위한 환경으로,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송수신 데이터를 캡처하여 표준에서 정의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분석한다.
5.3 클라우드 방송 테스트케이스 개요

본 표준에 따른 시험 항목을 구성하는 테스트케이스는 표준의 기술요구 사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구성된다.

<표 5-1> 클라우드 방송 테스트케이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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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분류

개 요
▪

앱 모델 시험

방송 독립형 및 연동형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동작과 우선순
위에 대한 시험

▪

AMPT(Application Management Policy Table) 설정에 따른 앱
동작 시험

▪
W3C/HTML5 시험

표준에서 프로파일 하고 있는 ‘HTML5 기반 스마트 TV플랫
폼” 표준 외 추가로 지원하는 W3C/HTML5 규격의 지원 범
위 내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

확장 API 시험

▪

표준에서 정의 하는 확장 API 객체의 존재 여부 확인 시험

(Extended API)

▪

화장 API 호출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동작 시험

▪

앱 초기 실행에 따라 서버와 수신기 간 교환하는 메시지 유

수신기 연동
프로토콜 시험

효성 검증 시험
▪

확장 API의 호출에 따라 서버와 수신기 간 교환하는 메시지
유효성 검증 시험

▪
전송 기술 시험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각 전송 기술(이미지 방식, 비디오 방
식, 하이브리드 방식, 사용자 입력 전송 등)에서 정의하는 주
요 필드 확인 시험

6 앱 모델 시험

6.1 시험 개요

앱 모델 시험은 클라우드 방송 표준의 애플리케이션 형식에서 정의하는 방송 연동형
애플리케이션 및 방송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및 종료 시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의 기술 요구사항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의 기본 동작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클라우드 방송 표준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의 설정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요구사항에 맞게 구동하는지 검증하는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6.2 시험 항목 요약

앱 제어 시험을 구성하는 테스트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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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시험 항목 요약 (앱 모델)
시험명
종료 키를 통한
앱 종료 시험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시험(키 속성) Ⅰ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시험(키 속성)Ⅱ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시험(자원 접근
권한 속성) Ⅰ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시험(자원 접근
권한 속성) Ⅱ

시험 항목

표준참조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 리모컨으로부터
종료 키(EXIT)가 인가될 경우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7.3.3

종료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에
<remotekey> 속성에 명시되어 있는 리모컨 키 값에 해당하는
리모컨 키 입력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으로 해당 키 이벤트를

7.5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에
<remotekey> 속성에 리모컨 키 값으로 명시되어 있지않은
리모컨 키 입력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으로 해당 키 이벤트를

7.5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에
<permission>속성에 명시되어 있는 값에 해당하는 자원에 대해

7.5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에
<permission>속성에 명시되지 않은 자원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이

7.5

접근을 시도할 경우 예외 사항을 발생시켜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은 표준의 애플리케이션 관리정책

관리 정책 파일

파일의 스키마를 따르지 않는 파일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시험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에

관리 정책(위치

<redirection>요소가 존재할 경우 해당 서버 위치로부터

재지정 속성)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을 분석하여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시험

그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7.5

7.5

6.3 시험 절차 및 판정 기준
6.3.1 종료 키를 통한 앱 종료 시험

6.3.1.1 목적

리모컨 종료 키 인가 시 실행 중인 클라우드 방송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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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7.3.3 참조

6.3.1.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6.3.1.4 시험 절차
<표 6-2> 종료 키를 통한 앱 종료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1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리모컨의 종료 키를 인가한다.

테스트앱이 종료된다.

6.3.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에서 테스트앱이 종료된다.

6.3.2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시험(키 속성) Ⅰ

6.3.2.1 목적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remotekey> 속성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6.3.2.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7.5 참조

6.3.2.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

테스트

앱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에<remotekey>KEY_NAVIGATION

</removekey> 이 설정되어 있다.
TTAK.KO-07.0135/R1
１３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6.3.2.4 시험 절차
<표6-3>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시험(키 속성) Ⅰ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1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에 왼쪽 방향 키 입력, 오른쪽
리모컨의 방향키를 좌, 우, 상, 하 순

방향 키 입력, 위쪽 방향 키 입력, 아

서로 인가한다.

래쪽 방향 키 입력 이라는 문구가 차례

2
로 표시된다.

6.3.2.5 판정 기준

시험 순서 2의 요구사항에 따라 테스트앱이 동작한다.

6.3.3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시험(키 속성) Ⅱ

6.3.3.1 목적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remotekey> 속성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6.3.3.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7.5 참조

6.3.3.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 테스트앱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에 <remotekey> 속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6.3.3.4 시험 절차
<표 6-4>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시험(키 속성) Ⅱ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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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2초 방치 후 확인 시 테스트앱에 “키

2

리모컨의 왼쪽 방향 키를 인가한다.

이벤트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6.3.3.5 판정 기준

시험 순서 2의 요구사항에 따라 테스트앱이 동작한다.

6.3.4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시험(자원 접근 권한 속성) Ⅰ

6.3.4.1 목적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permission> 속성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6.3.4.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7.5 참조

6.3.4.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 테스트앱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에 <permission>0x1f</permission>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

6.3.4.4 시험 절차
<표 6-5>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시험(자원 접근 권한 속성) Ⅰ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테스트앱이 실행되고, “채널 및 방송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1

자원에 대한 사용 권한이 부여되었습니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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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 판정 기준

시험 순서 1의 요구사항에 따라 테스트앱이 동작한다.

6.3.5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시험(자원 접근 권한 속성) Ⅱ

6.3.5.1 목적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permission> 속성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6.3.5.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7.5 참조

6.3.5.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 테스트앱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에 <permission> 속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
다.

6.3.5.4 시험 절차
<표 6-6>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시험(자원 접근 권한 속성) Ⅱ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테스트앱이 실행되고, “채널 및 방송

1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자원에 대한 사용 권한이 부여되지 않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았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
다.

6.3.5.5 판정 기준

시험 순서 1의 요구사항에 따라 테스트앱이 동작한다.

6.3.6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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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 목적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의 유효성 확인

6.3.6.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7.5 참조

6.3.6.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

테스트앱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에

<permission>0x1f<remotekey>KEY_NAVIGATION</remotekey></permission> 속성이 설
정되어 있지 않다.

6.3.6.4 시험 절차
<표 6-7>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되고, “채널 및 방송
자원에 대한 사용 권한이 부여되지 않
았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2초 방치 후 확인 시 테스트앱에 “키

2

리모컨의 왼쪽 방향 키를 인가한다.

이벤트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6.3.6.5 판정 기준

시험 순서 1, 2의 요구사항에 따라 테스트앱이 동작한다.
6.3.7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위치 재지정 속성) 시험

6.3.7.1 목적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의 <redirection> 요서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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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7.5 참조

6.3.7.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 테스트앱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의 <redirection> 요소에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이

위치가

지정되어

있고,

해당

위치의

파일에

<remotekey>KEY_NAVIGATION</remotekey>가 설정되어 있다.

6.3.7.4 시험 절차
<표 6-8>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위치 재지정 속성)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에 왼쪽 방향 키 입력, 오른쪽

2

리모컨의 방향키를 좌, 우, 상, 하 순

방향 키 입력, 위쪽 방향 키 입력, 아

서로 인가한다.

래쪽 방향 키 입력 이라는 문구가 차례
로 표시된다.

6.3.7.5 판정 기준

시험 순서 2의 요구사항에 따라 테스트앱이 동작한다.

7

W3C/HTML5 시험

7.1 시험 개요

웹코어 시험은 클라우드 방송 표준에서 준용하는 W3C/HTML5 표준에 대한 클라우드 방
송 플랫폼의 웹코어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
클라우드 방송 표준이 프로파일 하고 있는 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표준의 웹코
어 범위는 제외하며, 클라우드 방송 표준에서 추가로 준용한 규격에 해당하는 시험 항목
이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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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시험 항목 요약

<표 7-1> 시험 항목 요약(W3C/HTML5)
시험명

시험 항목

표준참조

CSS default

CSS style sheet 에서 default namespace 가 선언된 경우 CSS

namespace

의 universal type selector 는 해당 namesapce 에 정의된

확인 시험

요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CSS
prefixed
namepace
확인 시험
Selectors
API(querySel
ector) 확인
시험
Selectors
API(querySel
ectorAll)
확인 시험
CSS Initial
키워드 확인
시험

CSS Inherit
키워드 확인
시험

length
unit(rem)

Namespace
s Module
Level 3
CSS

CSS style sheet 에서 prefixed namespace 가 선언된 경우
CSS 에서 해당 prefix 로 universal type selector 를 호출할 때
namespace 에 정의된 요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Namespace
s Module
Level 3

querySelector 메서드는 컨텍스트 노드의 하위 트리에서 첫
번째로 일치하는 Element 노드를 반환해야한다. 일치하는

Selectors
API Level 1

Element 노드가없는 경우 메서드는 null 을 반환한다.

querySelectorAll 메서드는 컨텍스트 노드의 하위 트리의 모든
Element 노드의 NodeList 를 반환해야한다. 일치하는 노드가없는
경우 메서드는 빈 NodeList 를 반환해야한다

Selectors
API Level 1

CSS Values
CSS 에서 initial 키워드를 지원해야 하며 호출하였을 경우에
초기값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and Units
Module
Level 3
CSS Values

CSS 에서 inherit 키워드를 지원해야 하며 호출하였을 경우에
부모의 설정값을 상속받아야 한다.

and Units
Module
Level 3

CSS fontrelative

CSS

CSS Values
rem 단위로 정의되어 있는 하위 엘리먼트의 폰트 사이즈는 루트
엘리먼트의 사이즈에 대해 상대적인 크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and Units
Module
Level 3

확인 시험
CSS
viewport-

CSS Values

relative

크기가 vw 단위로 정의되어 있는 엘리먼트의 사이즈는

and Units

length

viewport 사이즈의 1% 단위의 크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Module

unit(vw, vh)

Level 3

확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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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Element
Traversal
API
확인시험 1
Element
Traversal
API 확인
시험 2

시험 항목

표준참조
Element

ElementTraversal API 의 firstElementChild 와

Traversal

lastElementChild 를 호출할 경우, 첫번째와 마지막 요소를

Specificatio

반환해야 한다.

n
Element

ElementTraversal API 의 previousElementSibling,
nextElementSibling 를 호출할 경우, 해당 요소의 앞, 뒤에 오는
해당 요소의 형제 노드를 반환해야 한다.

Traversal
Specificatio
n

Element

Element

Traversal

ElementTraversal API 의 childElementCount 를 호출할 경우,

API 확인

현재 자식 노드의 수를 반환해야 한다.

Traversal
Specificatio

시험 3

n
https://www

Document
인터페이스
속성 확인
시험

.w3.org/TR/

Document 객체에 inputEncoding, xmlEncoding,
xmlStandalone, xmlVersion, documentURI 등의 속성이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DOM-Level3Core/chang
es.html
https://www

Node

.w3.org/TR/

인터페이스

Node 객체에 baseURI, textContent 등의 속성이 정의되어

속성 확인

있어야 한다.

DOM-Level3-

시험

Core/chang
es.html

Node

https://www

인터페스의

.w3.org/TR/

compareDoc

Node 객체에 compareDocumentPosition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umentPositi

이를 통해 다른 객채와의 위치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on 함수

DOM-Level3Core/chang

확인

es.html
https://www

Node

.w3.org/TR/

인터페스의

Node 객체에 isSameNode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이를 통해 두

isSameNode

노드 객체 레퍼런스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함수 확인

DOM-Level3Core/chang
es.html

Node

Node 객체에 isEqualNode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이를 통해 두

https://www

인터페스의

노드 객체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w3.org/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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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시험 항목

표준참조

isEqualNode

DOM-Level-

함수 확인

3Core/chang
es.html
https://www

Node

.w3.org/TR/

인터페스의

Node 객체에 lookupPrefix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이를 통해

lookupPrefix

namespace URI 이 prefix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DOM-Level3-

함수 확인

Core/chang
es.html
https://www

Node
인터페스의

Node 객체에 isDefaultNamespace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이를

isDefaultNa

통해 주어진 namespace URI 가 default 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mespace

있어야 한다.

spaceURI

https://www
.w3.org/TR/
Node 객체에 lookupNamespaceURI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이를
통해 namespace URI 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상수 속성
정의 확인

DOM-Level3Core/chang

함수 확인

Node 의

3-

es.html

Node

lookupName

DOM-Level-

Core/chang

함수 확인

인터페스의

.w3.org/TR/

es.html
Node 객체에 다음과 같은 상수 속성 값이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https://www

(Node.DOCUMENT_POSITION_DISCONNECTED, Node.DOCUM

.w3.org/TR/

ENT_POSITION_PRECEDING, Node.DOCUMENT_POSITION_FOL

DOM-Level-

LOWING, Node.DOCUMENT_POSITION_CONTAINS, Node.DOC

3-

UMENT_POSITION_CONTAINED_BY,

Core/chang

Node.DOCUMENT_POSITION_IMPLEMENTATION_SPECIFIC)

es.html
https://www
.w3.org/TR/

NodeIterator

NodeIterator 를 사용하여 DOM 에서 Node 들을 순서대로

DOM-Level-

동작 확인

반환해야 하며 반환할 노드가 없으면 null 을 반환해야 한다.

2TraversalRange/

TreeWalker
API 의 root
노드 확인

https://www
TreeWalker API 의 root 를 호출하여 TreeWalker 가 생성되었을

.w3.org/TR/

때의 루트노드를 반환해야 한다.

DOM-Lev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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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시험 항목

표준참조
TraversalRange/
https://www

TreeWalker

.w3.org/TR/

API 의

TreeWalker API 의 filter 를 호출하여 TreeWalker 의 NodeFilter 를

NodeFilter

반환해야 한다.

DOM-Level2-

동작 확인

TraversalRange/
https://www

TreeWalker

.w3.org/TR/

API 의

TreeWalker API 의 currentNode 를 호출하여 TreeWalker 가 현재

currentNode

가리키는 노드를 반환해야 한다.

DOM-Level2-

노드 확인

TraversalRange/
https://www

Range

Rang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서버의 범위가 유효하면 206 을

인터페이스

반환하고, 범위가 유효하지 않으면 415 Range Not Satisfiable

동작 확인

오류를 반환해야 한다.

.w3.org/TR/
DOM-Level2TraversalRange/

parseFromSt
ring API 를

parseFromString API 와 SupportedType 의 "text/html" 인자를

통한 HTML

사용하여 DOM 문서에서 HTML 을 파싱할 수 있어야 하며 파싱

문서 파싱

프로세스가 실패할 경우, error 를 반환해야 한다.

https://www
.w3.org/TR/
DOMParsing/

동작 확인
parseFromSt
ring API 를

parseFromString API 와 SupportedType 의 "text/xml" 인자를

통한 XML

사용하여 DOM 문서에서 XML 을 파싱할 수 있어야 하며 파싱

문서 파싱

프로세스가 실패할 경우, error 를 반환해야 한다.

https://www
.w3.org/TR/
DOMParsing/

동작 확인

https://xhr.s
Progress
Events API
동작 확인

pec.whatwg.
ProgressEvent API 를 이용하여 프로세스의 현재 완료상태를
나타내는 ProgressEvent 를 반환해야 한다.

org/#interfa
ceprogresseve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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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시험 항목

표준참조
Scalable

Scalable
Vector

2 차원 백터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한 파일형식인 SVG 지원이

Graphics

구현되어야 하여, SVG 포멧 그래픽 파일을 사용할 경우에

(SVG) 1.1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Vector
Graphics
(SVG) 1.1
(Second

지원 확인

Edition)
Portable

Portable
Network
Graphics
(PNG) 지원

Network
그래픽파일 포멧인 PNG 지원이 구현되어야 하며, PNG 포멧
그래픽파일을 사용할 경우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Graphics
(PNG)
Specificatio

확인

n (Second
Edition)

document

document,hidden 속성을 통해 보기 속성을 제어할 수 있어야

hidden 속성

하며, 페이지가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확인

False 를 반환해야 한다.

Page
Visibility
(Second
Edition)

document

Page

visibilitychan

visibilitychange 이벤트는 내용이 표시되거나 숨겨진 경우에

Visibility

ge 이벤트

발생해야 한다.

(Second

확인

Edition)
CSS

css

Background

background

background-image 를 이용하여 CSS 배경 이미지를 설정할 수

-image 속성

있어야 한다.

s and
Borders

확인

Module
Level3
CSS

css
background
-position
속성 확인

background-position 속성은 background-origin 으로 정의된
배경 위치 레이어를 기준으로 배경 이미지의 초기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Background
s and
Borders
Module
Level3

css

CSS

backgroud-

background-repeat 을 이용하여 CSS 배경 이미지를 반복시킬

repeat 속성

수 있어야 한다.

Background
s and

확인

B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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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시험명

시험 항목

표준참조
Module
Level3
CSS

css

Background

padding-

padding-right 속성을 이용하여 요소의 오른쪽에 필요한 패딩

right 속성

공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s and
Borders

확인

Module
Level3
CSS

css
padding-left
속성 확인

Background
padding-left 속성을 이용하여 요소의 왼쪽에 필요한 패딩

s and

공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Borders
Module
Level3
CSS

css

Background

padding-

padding-bottom 속성을 이용하여 요소의 아래쪽에 필요한 패딩

bottom 속성

공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s and
Borders

확인

Module
Level3
WebGLRenderingContext 는 Canvas 요소에 OpenGL ES 2.0

WebGLRend

스타일 렌더링을 허용하는 API 를 나타내야한다. 기본 반환값은

eringContext

False 이며, webgl context lost flag 가 설정되면 True 를 반환

기본 동작

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Flag 가 설정된 경우,

확인

INVALID_OPERATION 오류를 생성해야 하며 기본 반환값을

WebGL 표준

True 로 사용해야 한다.
WebGLCont
extEvent
이벤트 동작
확인

WebGLContextEvent 는 WebGL 의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이며,
HTMLCanvasElement 와 연관된 WebGL 렌더링 컨텍스트에 대한

WebGL 표준

상태 변경에 대한 응답으로 생성 되어야 한다.

WebGLCont
extAttributes

WebGLContextAttributes 의 alpha parameter 는 값이 true 인

의 alpha

경우 드로잉 버퍼에 OpenGL 대상 alpha 작업을 수행하고 값이

설정에 따른

false 이면 alpha 버퍼를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WebGL 표준

동작 확인
WebGLCont

WebGLContextAttributes 의 depth parameter 는 값이 true 인

extAttributes

경우 드로잉 버퍼에는 적어도 16 비트의 깊이 버퍼가 있어야

의 depth

하며, 값이 false 이면 버퍼를 사용할 수 없어야한다.

WebGL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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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시험명

시험 항목

표준참조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WebGLCont
extAttributes

WebGLContextAttributes 의 stencil parameter 는 값이 true 인

의 stencil

경우 드로잉 버퍼에 적어도 8 비트의 버퍼가있어야 하며, 값이

설정에 따른

false 이면 stencil 버퍼를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WebGL 표준

동작 확인
WebGLCont
extAttributes

WebGLContextAttributes 의 antialias parameter 는 값이 true 인

의 antialias

경우 antialiasing 을 실행하고, 값이 false 이면 antialiasing 을

설정에 따른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WebGL 표준

동작 확인
WebGLCont
extAttributes
의
preserveDra
wingBuffer
설정에 따른

WebGLContextAttributes 의 preserveDrawingBuffer parameter 는
값이 true 인 경우 버퍼는 지워지지 않고 User 가 지우거나 덮어
쓸 때까지 값을 보존하고, 값이 false 이면 버퍼의 내용이

WebGL 표준

기본값으로 지워져야 한다.

동작 확인
WebGLUnifo
rmLocation

WebGLUniformLocation 인터페이스는 shader program 에서

인터페이스

유니폼 변수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WebGL 표준

확인
WebGLActiv
eInfo

WebGLActiveInfo 인터페이스는 getActiveAttrib 및

인터페이스

getActiveUniform 을 호출에서 반환 된 정보를 나타내야 한다.

WebGL 표준

확인
WebGLShad
erPrecisionF

WebGLShaderPrecisionFormat 인터페이스는

ormat

getShaderPrecisionFormat 호출에서 반환 된 정보를 나타내야

인퍼테이스

한다.

WebGL 표준

확인

PaymentReq
uest 객체
생성 확인

PaymentRequest 객체 생성이 정상적으로 돼야하며, 세부
인터페이스가 표준을 준용하여 구현이 되어있어야 한다.

Payment
Request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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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시험명

시험 항목

표준참조

PaymentReq
uest 의

PaymentRequest 의 show 메서드 사용시 결제 기본 UI 가

show 메서드

호출이 되어야 한다.

Payment
Request API

동작 확인
PaymentRes
ponse 객체
확인

결제 요청 승인 이후 PaymentResponse 객체는 표준의 필드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

Payment
Request API

Payment
Method

PaymentRequest 객체의 Payment Method Data 인 methodData

Payment

Identifiers(P

필드에 Payment Method Identifiers 의 정의에 맞게 데이터가

Method

MIs) 형식

들어있어야 한다.

Identifiers

확인

7.3 시험 절차 및 판정 기준

7.3.1 CSS default namespace 확인 시험

7.3.1.1 목적

CSS의 default namespace 설정에 따른 universal type selector 적용 범위 확인

7.3.1.2 규격 참조

CSS Namespaces Module Level 3 참조

7.3.1.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
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 테스트앱에 링크되어 있는 css 문서에 HTML namespace가 default로 선언되어 있고,
prefix를 가지는 별도의 namespace가 선언되어 있다.
— 위 css에 universal type selector로 특정 효과가 적용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7.3.1.4 시험 절차
<표 7-2> CSS default namespace 확인 시험 시험 절차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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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되며, prefix로 선언된
요소에

대해서는

universal

type

selector로 설정된 효과가 적용되지 않
아야 한다.

7.3.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순서 1 요구사항 만족

7.3.2 CSS prefixed namespace 확인 시험

7.3.2.1 목적

CSS prefixed namespace 설정에 따른 universal type selector 적용 범위 확인

7.3.2.2 규격 참조

W3C, CSS Namespaces Module Level 3 참조

7.3.2.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
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 테스트앱에 링크되어 있는 css 문서에 HTML namespace가 default로 선언되어 있고,
prefix를 가지는 별도의 namespace가 선언되어 있다.
— 위 css에 prefix의 universal type selector로 특정 효과가 적용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7.3.2.4 시험 절차
<표 7-3> CSS prefixed namespace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테스트앱이 실행되며, prefix로 선언된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요소에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selector로 설정된 효과가 적용되어야

대해서만

univers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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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한다.

7.3.2.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순서 1 요구사항 만족
7.3.3 Selectors API(querySelector) 확인 시험

7.3.3.1 목적

Selectors API의 querySelctor 함수 동작 확인

7.3.3.2 규격 참조

W3C, Selectors API Level 1 참조

7.3.3.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3.4 시험 절차
<표 7-4> Selectors API(querySelector)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에서 테이블 객체를 인자로 다
2

큐먼트 객체의 querySelector 함수를
호출한다.

해당 테이블 객체 하위에 첫 번째 행의
Node 객체를 반환해야 한다.

7.3.3.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순서 2 요구사항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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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7.3.4 Selectors API(querySelectorAll) 확인 시험

7.3.4.1 목적

Selectors API의 querySelctorAll 함수 동작 확인

7.3.4.2 규격 참조

W3C, Selectors API Level 1 참조

7.3.4.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4.4 시험 절차
<표 7-5> Selectors API(querySelectorAll)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에서 테이블 객체를 인자로 다
해당 테이블 객체 하위에 모든 행에 대
2

큐먼트 객체의 querySelectorAll 함수
한 NodeList 객체를 반환해야 한다.
를 호출한다.

7.3.4.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순서 2 요구사항 만족

7.3.5 CSS Initial 키워드 확인 시험

7.3.5.1 목적

CSS Initial 키워드 동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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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7.3.5.2 규격 참조
W3C, CSS Values and Units Module Level 3 참조

7.3.5.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5.4 시험 절차
<표 7-6> CSS Initial 키워드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되며, css에 initial이
적용된 요소에 부모 요소의 css가 아
닌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표시되어야 한
다.

7.3.5.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7.3.6 CSS Inherit 키워드 확인 시험

7.3.6.1 목적

W3C, CSS Inherit 키워드 동작 확인

7.3.6.2 규격 참조

CSS Values and Units Module Level 3 참조

7.3.6.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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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6.4 시험 절차
<표 7-7> CSS Inherit 키워드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테스트앱이 실행되고, inherit 키워드가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적용된 요소는 부모 요소의 스타일이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적용되어야 한다.

7.3.6.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7.3.7 CSS font-relative length unit(rem)확인 시험

7.3.7.1 목적

CSS font-relative length unit(rem) 스타일 효과 확인

7.3.7.2 규격 참조

W3C, CSS Values and Units Module Level 3 참조

7.3.7.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7.4 시험 절차
<표 7-8> CSS font-relative length unit(rem)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되고, 중첩으로 네스트
(Nested)된 요소 내의 글씨 크기(0.5
rem으로 크기 설정)가

문서의 루트

(root) 요소의 글씨 크기의 절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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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의 크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7.3.7.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7.3.8 CSS viewport-relative length unit(vw, vh)확인 시험

7.3.8.1 목적

CSS viewport-relative length unit(vw, vh) 스타일 효과 확인

7.3.8.2 규격 참조

W3C, CSS Values and Units Module Level 3 참조

7.3.8.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8.4 시험 절차
<표 7-9> CSS viewport-relative length unit(vw, vh)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테스트앱이 실행되고, 50vw 및 50vh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단위로 설정된 요소는 테스트앱 크기의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약 50%정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7.3.8.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7.3.9 Element Traversal API 확인 시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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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 목적

Node 객체의 firstElementChild 및 lastElementChild 속성 확인

7.3.9.2 규격 참조

W3C, Element Traversal Specification 참조

7.3.9.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9.4 시험 절차
<표 7-10> Element Traversal API 확인 시험 1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3

‘div’ node 객체의 firstElementChild 속
성에 접근한다.

firstElementChild는 Node객체 하위 객
체 중 첫번째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

‘div’ node 객체의 lastElementChild 속
성에 접근한다.

lastElementChild는 Node객체 하위 객
체 중 마지막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

7.3.9.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의 2 및 3의 요구사항 만족
7.3.10

Element Traversal API 확인 시험 2

7.3.10.1 목적

Node 객체의 previousElementSibling 및 nextElementSibling속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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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2 규격 참조

W3C, Element Traversal Specification 참조

7.3.10.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10.4 시험 절차
<표 7-11> Element Traversal API 확인 시험 2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div’
2

3

node

객체의

previousElementSibling는

같은

부모

previousElementSibling 속성에 접근한

객체 아래 해당 객체의 앞에 위치한

다.

sibling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

‘div’ node 객체의 nextElementSibling
속성에 접근한다.

nextElementSibling는 같은 부모 객체
아래 해당 객체의 뒤에 위치한 sibling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

7.3.10.4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의 2 및 3의 요구사항 만족

7.3.11 Element Traversal API 확인 시험 3

7.3.11.1 목적

Node 객체의 childElementCount 속성 확인

7.3.11.2 규격 참조

W3C, Element Traversal Specific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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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11.4 시험 절차
<표 7-12> Element Traversal API 확인 시험 3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div’ node 객체의 childElementCount
속성에 접근한다.

childElementCount 속성은 해당 객체
하위 자식 노드의 개수 값을 가져야 한
다.

7.3.1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12

Document 인터페이스 속성 확인 시험

7.3.12.1 목적

Document 객체 속성 확인(inputEncoding, xmlEncoding, xmlStandalone, xmlVersion,
documentURI 등)

7.3.12.2 규격 참조

W3C,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3 Core Specification 참조

7.3.12.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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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4 시험 절차
<표 7-13> Document 인터페이스 속성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
2

Document

객체의

inputEncoding,

xmlEncoding,

xmlStandalone,

xmlVersion,

documentURI 속성에 접근한다.

테스트앱

Document

객체의

inputEncoding,

xmlEncoding,

xmlStandalone,

xmlVersion,

documentURI 속성이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7.3.12.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13

Node 인터페이스 속성 확인 시험

7.3.13.1 목적

Node 객체 속성 확인(baseURI, textContent 등)

7.3.13.2 규격 참조

W3C,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3 Core Specification 참조

7.3.13.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13.4 시험 절차
<표 7-14> Node 인터페이스 속성 확인 시험 시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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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테스트앱

Node

객체의

baseURI,

textContent 속성에 접근한다.

테스트앱

Node

객체에

baseURI,

textContent 속성이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7.3.13.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14

Node 인터페이스의 compareDocumentPosition 함수 확인

7.3.14.1 목적

Node 인터페이스의 compareDocumentPosition 함수 동작 확인

7.3.14.2 규격 참조

W3C,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3 Core Specification 참조

7.3.14.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14.4 시험 절차
<표 7-15> Node 인터페이스의 compareDocumentPosition 함수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
1

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서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
2

Node

compareDocumentPosition

객체의

테스트앱 Node 객체의 부모 객체에 대

함수를

해

호출한다.

compareDocumentPosition을

호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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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DOCUMENT_POSITION_CONTAINED_BY
를 반환한다.

7.3.14.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15

Node 인터페이스의 isSameNode 함수 확인

7.3.15.1 목적

Node 인터페이스의 isSameNode 함수 동작 확인

7.3.15.2 규격 참조

W3C,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3 Core Specification 참조

7.3.15.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15.4 시험 절차
<표 7-16>Node 인터페이스의 isSameNode 함수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 Node 객체의 isSameNode
2

함수를 동일한 객체를 인자로 호출한
다.

3

isSameNode 함수가 true를 반환해야
한다.

테스트앱 Node 객체의 isSameNode

isSameNode 함수가 false를 반환해야

함수를 다른 객체를 인자로 호출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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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 및 3의 요구사항 만족

7.3.16

Node 인터페이스의 isEqualNode 함수 확인

7.3.16.1 목적

Node 인터페이스의 isEqualNode 함수 동작 확인

7.3.16.2 규격 참조

W3C,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3 Core Specification 참조

7.3.16.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16.4 시험 절차
<표 7-17> Node 인터페이스의 isEqualNode 함수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 Node 객체의 isEqualNode
2

함수를 동일한 객체를 인자로 호출한
다.
테스트앱 Node 객체의 isEqualNode

3

함수를 다른 값을 지니는 다른 객체를
인자로 호출한다.
테스트앱 Node 객체의 isEqualNode

4

함수를 같은 값을 지니는 다른 객체를
인자로 호출한다.

isEqualNode 함수가 true를 반환해야
한다.

isEqualNode 함수가 false를 반환해야
한다.

isEqualNode 함수가 true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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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 3 및 4의 요구사항 만족

7.3.17

Node 인터페이스의 lookupPrefix 함수 확인

7.3.17.1 목적

Node 인터페이스의 lookupPrefix 함수 동작 확인

7.3.17.2 규격 참조

W3C,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3 Core Specification 참조

7.3.17.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
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 원격서버에 시험용 xml 파일이 존재하고, namespace URI 가 루트 요소에 선언되어
있다.
— 시험용 xml 파일 내 루트 요소 내 하위 요소들은 prefix로 정의되어 있다.

7.3.17.4 시험 절차
<표 7-18> Node 인터페이스의 lookupPrefix 함수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3

테스트앱이 시험용 xml파일을 xhr로 원

시험용 xml 파일이 테스트앱에 xhr의

격서버에 요청한다.

응답으로 전달된다.

테스트앱이 xml 데이터를 파싱한다.

Xml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파싱된다.

Xml
4

데이터의

루트

객체에서

namespace URI와 함께 lookupPrefix
를 호출한다.

Xml 데이터의 루트 하위 요소의 prefix
가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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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4의 요구사항 만족

7.3.18

Node 인터페이스의 isDefaultNamespace 함수 확인

7.3.18.1 목적

Node 인터페이스의 isDefaultNamespace 함수 동작 확인

7.3.18.2 규격 참조

W3C,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3 Core Specification 참조

7.3.18.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
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 원격서버에 시험용 xml 파일이 존재하고, default namespace 가 선언되어 있다.

7.3.18.4 시험 절차
<표 7- 19> Node 인터페이스의 isDefaultNamespace 함수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3

테스트앱이 시험용 xml파일을 xhr로 원

시험용 xml 파일이 테스트앱에 xhr의

격서버에 요청한다.

응답으로 전달된다.

테스트앱이 xml 데이터를 파싱한다.

Xml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파싱된다.

Xml
4

데이터의

namespace

루트

객체에서

URI와

함께

함수 호출 결과로 ‘true’가 반환된다.

isDefaultNamespace를 호출한다.

7.3.18.5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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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절차 순서 4의 요구사항 만족

7.3.19

Node 인터페이스의 lookupNamespaceURI 함수 확인

7.3.19.1 목적

Node 인터페이스의 lookupNamespaceURI 함수 동작 확인

7.3.19.2 규격 참조

W3C,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3 Core Specification 참조

7.3.19.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
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 원격서버에 시험용 xml 파일이 존재하고, default namespace 가 선언되어 있다.

7.3.19.4 시험 절차
<표 7-20> Node 인터페이스의 lookupNamespaceURI 함수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
1

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3

4

테스트앱이 시험용 xml파일을 xhr로 원

시험용 xml 파일이 테스트앱에 xhr의

격서버에 요청한다.

응답으로 전달된다.

테스트앱이 xml 데이터를 파싱한다.

Xml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파싱된다.

Xml

데이터의

루트

객체에서

lookupNamespaceURI를 호출한다.

함수

호출

결과로

시험용

xml의

default namespace가 반환되어야 한
다.

7.3.19.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4의 요구사항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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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

Node 인터페이스의 상수 속성 정의 확인

7.3.20.1 목적

Node 인터페이스의 상수 속성 정의 여부 확인

7.3.20.2 규격 참조

W3C,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3 Core Specification 참조

7.3.20.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20.4 시험 절차
<표 7-21> Node 인터페이스의 상수 속성 정의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1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DOCUMENT_POSITION_DISCONNEC
TED, DOCUMENT_POSITION_PRECE
DING,
DOCUMENT_POSITION_FOLLOWING,
2

테스트앱 내의 node 객체에 접근한다.

DOCUMENT_POSITION_CONTAINS,
DOCUMENT_POSITION_CONTAINED_
BY,
DOCUMENT_POSITION_IMPLEMENTA
TION_SPECIFIC 등의 상수 속성이 정
의되어 있어야 한다.

7.3.20.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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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

NodeIterator 동작 확인 시험

7.3.21.1 목적

NodeIterator 인터페이스 객체 동작 확인

7.3.21.2 규격 참조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2 Traversal and Range Specification 참조

7.3.21.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21.4 시험 절차
<표 7-22> NodeIterator 동작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1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2

3

테스트앱의

document

객체의

NodeIterator 객체가 성공적으로 반환

createNodeIterator 함수를 호출한다.

되어야 한다.

NodeIterator의 nextNode 함수를 null이 반

테스트앱 내의 모든 Node 객체들이

환될 때까지 호출한다.

순서대로 반환되어야 한다.

7.3.2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 및 3의 요구사항 만족

7.3.22

TreeWalker 인터페이스의 root 노드 확인 시험

7.3.22.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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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Walker 인터페이스 객체의 root 속성 확인

7.3.22.2 규격 참조

W3C,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2 Traversal and Range Specification 참조

7.3.22.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22.4 시험 절차
<표 7-23> TreeWalker 인터페이스의 root 노드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1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2

테스트앱의

document

객체의

createTreeWalker 함수를 호출한다.

TreeWalker 객체가 성공적으로 반환되
어야 한다.
Root

3

TreeWalker 객체의 root 속성에 접근한다.

속성은

테스트앱에서

생성된

DOM 노드 중 root 노드를 가리켜야
한다.

7.3.22.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 및 3의 요구사항 만족

7.3.23

TreeWalker 인터페이스의 NodeFilter 확인 시험

7.3.23.1 목적

TreeWalker 인터페이스의 NodeFilter 동작 확인

7.3.23.2 규격 참조

TTAK.KO-07.0135/R1
４５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W3C,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2 Traversal and Range Specification 참조

7.3.23.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23.4 시험 절차
<표 7-24> TreeWalker 인터페이스의 NodeFilter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1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테스트앱의
2

document

객체의

createTreeWalker

함수를

NodeFilter.SHOW_TEXT 필터 값으로 호출

TreeWalker 객체가 성공적으로 반환되
어야 한다.

한다.
3

TreeWalker 객체의 nextNode 함수를 통해

테스트앱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 타

Node 리스트에 전급한다.

입의 Node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7.3.23.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 및 3의 요구사항 만족

7.3.24

TreeWalker 인터페이스의 currentNode 속성 확인 시험

7.3.24.1 목적

TreeWalker 객체의 currentNode 속성 확인

7.3.24.2 규격 참조

W3C, Document Object Model (DOM) Level 2 Traversal and Range Specification 참조

7.3.24.3 시험 사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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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24.4 시험 절차
<표 7-25> TreeWalker 인터페이스의 currentNode 속성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리모컨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1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테스트앱의
2

document

객체의

createTreeWalker
NodeFilter.SHOW_TEXT

필터

함수를

TreeWalker

객체가

값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성공적으로

호출한다.
firstChild
3

TreeWalker

객체의

firstChild

호출한다.

함수를

함수를

Node는
currentNode

통해

반환되는

TreeWalker
속성과

객체의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

7.3.24.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 및 3의 요구사항 만족

7.3.25

parseFromString API를 통한 HTML 문서 파싱 동작 확인

7.3.25.1 목적

parseFromString API를 통한 HTML 문서 파싱 동작 확인

7.3.25.2 규격 참조

W3C, DOM Parsing and Serialization 참조

7.3.25.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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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4 시험 절차
<표 7-26> parseFromString API를 통한 HTML 문서 파싱 동작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리모컨을

1

이용하여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2

테스트앱에서

parseFromString

API 을 호출한다.

parseFromString API를 호출하여 반환된 문서의
URL은

활설문서의

URL과

같아야

하며,

위치값은 Null 이어야 한다.

7.3.25.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26

Progress Events API 동작 확인

7.3.26.1 목적

Progress Events API 동작 확인

7.3.26.2 규격 참조

W3C, Progress Events 참조

7.3.26.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26.4 시험 절차
<표 7-27> Progress Events API 동작 확인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리모컨을

이용하여

요구 사항
클라우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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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방송 수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테스트앱에서 Progress

Event

API를 실행한다.

ProgressEvent API의 loadend 속성을 사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Progress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7.3.26.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27

PNG Image 크기제한에 따른 동작 확인

7.3.27.1 목적

PNG Image 크기제한에 따른 동작 확인

7.3.27.2 규격 참조

W3C, Page Visibility (Second Edition) 참조

7.3.27.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27.4 시험 절차
<표 7-28> PNG Image 크기제한에 따른 동작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리모컨을

1

이용하여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2

테스트앱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테스트앱

이미지

확인 한다.

이미지는

31비트를

크기
넘지

제한에
않도록

따라

모든

구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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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7.3.27.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28

CSS background-color 속성 확인

7.3.28.1 목적

CSS background-color 속성 확인

7.3.28.2 규격 참조

W3C, CSS Backgrounds and Borders Module Level 3 참조

7.3.28.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28.4 시험 절차
<표 7-29> CSS background-color 속성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리모컨을

1

요구 사항

이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2

테스트앱에서

background-

color 속성을 확인한다.

Background-color 속성값은 color 값만 입력
받아야

한다.

다른

속성값이

입력될

경우,

error을 반환해야 한다.

7.3.28.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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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

CSS background-repeat 속성 확인 1

7.3.29.1 목적

CSS background-repeat 속성 확인

7.3.29.2 규격 참조

W3C, CSS Backgrounds and Borders Module Level 3 참조

7.3.29.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29.4 시험 절차
<표 7-30> CSS background-repeat 속성 확인 1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리모컨을

1

이용하여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2

테스트앱에서

background-

repeat 속성을 확인한다

Background-repeat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속성값에
이미지를

space
자르지

않고

지정된 영역을 채우는지 확인한다.

7.3.29.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30

CSS background-repeat 속성 확인 2

7.3.30.1 목적

CSS background-repeat 속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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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2 규격 참조

W3C, CSS Backgrounds and Borders Module Level 3 참조

7.3.30.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30.4 시험 절차
<표 7-31> CSS background-repeat 속성 확인 2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리모컨을

1

이용하여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2

테스트앱에서

background-

repeat 속성을 확인한다

Background-repeat 속성값에 round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이미지가

지정영역에

맞을

때까지

반복되는지 확인한다.

7.3.30.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31

CSS background-attachment 속성 확인

7.3.31.1 목적

CSS background-attachment 속성 확인

7.3.31.2 규격 참조

W3C, CSS Backgrounds and Borders Module Level 3 참조

TTAK.KO-07.0135/R1
５２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7.3.31.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31.4 시험 절차
<표 7-32> CSS background-attachment 속성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리모컨을

1

이용하여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2

테스트앱에서

background-

attachment 속성을 확인한다

Background-attachment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속성값에

배경이

요소의

local
내용과

관련하여 고정되는지 확인한다.

7.3.3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32

CSS border-color 속성 확인

7.3.32.1 목적

CSS border-color 속성 확인

7.3.32.2 규격 참조

W3C, CSS Backgrounds and Borders Module Level 3 참조

7.3.32.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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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4 시험 절차
<표 7-33> CSS border-color 속성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리모컨을

1

이용하여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2

테스트앱에서

border-color

속성을 확인한다

border-color 속성값은 color 값만 입력받아야
한다.

다른

속성값이

입력될

경우,

error을

반환해야 한다.

7.3.32.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33

WebGLRenderingContext 기본 동작 확인

7.3.33.1 목적

WebGLRenderingContext 기본 동작 확인

7.3.33.2 규격 참조

Khronos, WebGL 참조

7.3.33.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33.4 시험 절차
<표 7-34> WebGLRenderingContext 기본 동작 확인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리모컨을

이용하여

요구 사항
클라우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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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방송 수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WebGLRenderingContext

2

API를

실행시켜

테스트앱에서

기본반환값은 False를 확인하며, webgl context

WebGLRenderingContext

lost flag가 설정되면 True를 반환해야 한다.

속성을 확인한다

비정상적인

Flag가

설정되면,

INVALID_OPERATION 오류를 생성해야 한다.

7.3.33.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34

WebGLContextAttributes의 alpha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7.3.34.1 목적

WebGLContextAttributes의 alpha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7.3.34.2 규격 참조

Khronos, WebGL

참조

7.3.34.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34.4 시험 절차
<표 7-35> WebGLContextAttributes의 alpha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리모컨을

이용하여

수신기에

서비스

요구 사항

클라우드
메뉴를

방송

실행하고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이어서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테스트앱에서

WebGLContextAttributes

WebGLContextAttributes 딕셔너리의

딕셔너리를

실행시켜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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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속성을 확인한다

parameter이 true 인 경우, 버퍼에
OpenGL

대상

수행하고,

false인

alpha

작업을

경우

버퍼를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7.3.34.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35

WebGLContextAttributes의 depth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7.3.35.1 목적

WebGLContextAttributes의 depth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7.3.35.2 규격 참조

Khronos, WebGL 참조

7.3.35.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35.4 시험 절차
<표 7-36> WebGLContextAttributes의 depth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리모컨을

1

이용하여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테스트앱에서
2

WebGLContextAttributes
딕셔너리의 속성을 확인한다

WebGLContextAttributes

딕셔너리를

실행시켜

depth parameter이 true 인 경우, 드로잉 버퍼에
적어도 16비트의

깊이

버퍼가

있어야

하며,

false인 경우 버퍼를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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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36

WebGLContextAttributes의 stencil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7.3.36.1 목적

WebGLContextAttributes의 stencil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7.3.36.2 규격 참조

Khronos, WebGL 참조

7.3.36.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36.4 시험 절차
<표 7-37> WebGLContextAttributes의 stencil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리모컨을

1

이용하여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WebGLContextAttributes

2

parameter이

딕셔너리를

true

인

경우,

실행시켜

테스트앱에서

stencil

드로잉

WebGLContextAttributes

버퍼에 적어도 8비트의 깊이 버퍼가 있어야

딕셔너리의 속성을 확인한다

하며, false인 경우 버퍼를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7.3.36.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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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

WebGLContextAttributes의 antialias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7.3.37.1 목적

WebGLContextAttributes의 antialias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7.3.37.2 규격 참조

Khronos, WebGL 참조

7.3.38.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38.4 시험 절차
<표 7-38> WebGLContextAttributes의 antialias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리모컨을

1

이용하여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테스트앱에서
2

WebGLContextAttributes
딕셔너리의 속성을 확인한다

WebGLContextAttributes
antialias

딕셔너리를

parameter이

antialiasing을

실행하고,

true

실행시켜

인

경우,

false인

경우

antialiasing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7.3.37.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38 WebGLContextAttributes의 preserveDrawingBuffer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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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1 목적

WebGLContextAttributes의 preserveDrawingBuffer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7.3.38.2 규격 참조

Khronos, WebGL 참조

7.3.38.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38.4 시험 절차
<표 7-39> WebGLContextAttributes의 preserveDrawingBuffer 설정에 따른 동작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리모컨을

1

이용하여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WebGLContextAttributes

2

딕셔너리를
parameter가

실행시켜

테스트앱에서

preserveDrawingBuffer

true

인

WebGLContextAttributes

경우, 버퍼는 지워지지않고 User가

딕셔너리의 속성을 확인한다

덮어 쓸 때까지 값을 보존하고, false인 경우

지우거나

버퍼의 내용이 기본값으로 지워져야 한다.

7.3.38.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39

WebGLUniformLocation 인터페이스 확인

7.3.39.1 목적

WebGLUniformLocation 인터페이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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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9.2 규격 참조

Khronos, WebGL 참조

7.3.39.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39.4 시험 절차
<표 7-40> WebGLUniformLocation 인터페이스 확인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리모컨을

1

이용하여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고

이어서

테스트앱을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실행한다.

2

테스트앱에서

WebGLUniformLocation

WebGLUniformLocation

shader

인터페이스를 실행한다.

나타내야 한다.

program에서

인터페이를
유니폼

변수의

실행하여
위치를

7.3.39.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40 PaymentRequest 객체 생성 확인

7.3.40.1 목적

PaymentRequest 객체 생성 및 인터페이스 확인

7.3.40.2 규격 참조

Payment Request API 참조

7.3.40.3 시험 사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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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40.4 시험 절차
<표 7-41> PaymentRequest 객체 생성 확인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리모컨을

이용하여

수신기에

서비스

요구 사항

클라우드
메뉴를

방송

실행하고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이어서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테스트앱 PaymentRequest 객체의 id,

테스트앱

PaymentRequest

객체의

PaymentAddress(shippingAddress),

PaymentAddress(shippingAddress),

shippingOption,

shippingOption,

PaymentShippingType(shippingType)

PaymentShippingType(shippingType)

속성에 접근한다.

속성이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id,

7.3.40.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41 PaymentRequest의 show 메서드 동작 확인

7.3.41.1 목적

PaymentRequest 인터페이스의 show 메서드 사용을 통한 기본 UI 동작 확인

7.3.41.2 규격 참조

Payment Request API 참조

7.3.41.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41.4 시험 절차
<표 7-42> PaymentRequest의 show 메서드 동작 확인 절차
TTAK.KO-07.0135/R1
６１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순서

1

시험 내용
리모컨을

이용하여

수신기에

서비스

요구 사항

클라우드
메뉴를

방송

실행하고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이어서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Payment

Request의

show

함수를

호출한다.

테스트 앱에 결제를 위한 UI화면이 화면
내에 나타나야 한다.

7.3.4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 만족

7.3.42 PaymentResponse의 객체 확인

7.3.42.1 목적

PaymentResponse 객체 확인을 통한 결제 정보 확인

7.3.42.2 규격 참조

Payment Request API 참조

7.3.42.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42.4 시험 절차
<표 7-43> PaymentRequest 객체 생성 확인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리모컨을

이용하여

수신기에

서비스

요구 사항

클라우드
메뉴를

방송

실행하고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이어서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3

Payment

Request의

show

함수를

호출한다.

테스트 앱에 결제를 위한 UI화면이 화면
내에 나타나야 한다.

결제 UI의 프로세스에 따라 결제를
진행한다.

결제 요청을 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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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제요청후 반환된 PaymentResponse

PaymentResponse의

속성들이

객체의 속성을 확인한다.

동일하게 정의되어있다.

표준과

7.3.42.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4의 요구사항 만족

7.3.43 PaymentReponse의 complete 함수 동작 확인

7.3.43.1 목적

PaymentResponse 인터페이스의 complete 함수를 통한 결제 종료 확인

7.3.43.2 규격 참조

Payment Request API 참조

7.3.43.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사용자가 리모컨을 통해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메뉴 혹은 기능을 제공한다.

7.3.43.4 시험 절차
<표 7-44> PaymentRequest 객체 생성 확인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리모컨을

이용하여

수신기에

서비스

요구 사항

클라우드
메뉴를

방송

실행하고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이어서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3

Payment

show

함수를

테스트 앱에 결제를 위한 UI화면이 화면

호출한다.

내에 나타나야 한다.

결제 UI의 프로세스에 따라 결제를

결제 요청이 수락된 후 결제 프로세스가

진행한다.

이상없이 진행 된다.

결제
4

Request의

완료

후

반환된

complete 함수 호출 이후 결제 결과에

PaymentResponse 객체의 complete

따른 UI가 정상적으로 화면에 표시돼야

함수를 호출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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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4의 요구사항 만족

8

확장 API 시험

8.1 시험 개요

확장 API 시험은 클라우드 방송 표준에서 정의된 확장 API에 대한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의 동작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8.2 시험 항목 요약

<표 8-1> 시험 항목 요약(확장 API)
시험명
인터페이스 지원
확인 시험

애플리케이션 키
설정 변경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애플리케이션
화면 숨김 및
보임 함수 동작
확인 시험
(Optional)

시험 항목

표준참조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window 객체는 애플리케이션 확장 API
의 entry point 인 tvExt 속성을 가지며 그 하위 인터페이스와
속성이 구현되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ApplicationManager 의 setKeySet 함수
호출에 따라 키 값이 변화가 있을 경우, 성공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 단, 위 키들의 입력에 의해 수신기는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ApplicationManager 의 hideApplication
함수의 호출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숨길 수
있으며, showApplication 함수의 호출에 숨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함수 동작

createApplication 의 호출에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시킬

확인 시험

수 있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ApplicationManager 의

종료 함수 동작

destroyApplication 의 호출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확인 시험

애플리케이션을 종료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동작 확인 시험

9.2.

다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Optional)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ApplicationManager 의

권한 변경 함수

9.2.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9.1.

9.2.

9.2.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ApplicationManager 의
requestPermission 함수 호출에 수신기에 권한 변경 요청을 하고
권한 변경 요청이 성공할 경우 onPermissionChanged 콜백을

9.2.

통해 성공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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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채널 정보 획득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채널 변경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시험 항목

표준참조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ChannelManager 의 getCurrentChannel,
getNextChannel, getPrevChannel 함수의 호출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부터 현재, 이전, 이후 채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ChannelManager 의 setChannel 함수의
호출에 따라 지정된 채널로 수신기의 채널을 변경이 된 경우,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ChannelManager 의

이벤트 수신

onChannelChanged 이벤트 핸들러 등록 후, 채널 변경 일어났을

확인 시험

경우, 수신기의 채널 변경을 통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벤트 수신
확인 시험

채널 목록 획득
함수 동작 확인
시험

9.3

성공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채널 변경

프로그램 변경

9.3

9.3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ChannelManager 의
onProgramChanged 이벤트 핸들러 등록 후, 프로그램 변경
일어났을 경우, 수신기의 프로그램 변경을 통지 할 수 있어야

9.3

한다.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ChannelManager 의 getChannels
함수의 호출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부터 유효한 채널의
리스트를 받아올 경우, 채널의 정보를 ChannelsRequestCB

9.3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어야한다.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ChannelManager 의

프로그램 목록

getProgramsInChannel 함수의 호출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획득 함수 동작

수신기로부터 유효한 프로그램의 리스트를 받아 올 경우,

확인 시험

프로그램의 정보를 ProgramsInChannelRequestCB 인터페이스를

9.3

통해 전달받을 수 있어야한다.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 조회
함수 동작 확인
시험

방송 비디오
설정 제어 함수
동작 확인 시험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VideoConfigManager 의 getVideoConfig
함수의 호출에 따라 방송 비디오 설정을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부터 전달 받은 경우, 그 데이터를

9.4

VideoConfigRequestCB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 받을 수
있어야한다.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VideoConfigManager 의 setVideoConfig
함수의 호출에 따라 지정된 방송 비디오 설정을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의 방송 비디오에 적용이 된 경우, 변경된 정보를

9.5

VideoConfigRequestCB 를 통해 전달 받을 수 있어야한다.

방송 비디오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VideoConfigManager 의

실행 함수 동작

playBroadcastVideo 함수의 호출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확인 시험

수신기의 방송 영상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방송 비디오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VideoConfigManager 의

종료 함수 동작

stopBroadcastVideo 함수의 호출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확인 시험

수신기의 방송 영상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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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시험 항목

표준참조

방송 오디오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VideoConfigManager 의

음소거 함수

setMuteBroadcastVideo 함수의 호출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동작 확인 시험

수신기의 오디오를 음소거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방송 오디오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VideoConfigManager 의

원복 함수 동작

setUnmuteBroadcastVideo 함수의 호출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확인 시험

수신기의 음소거된 오디오를 원복 시킬 수 있어야 한다.

DeviceInfo 의
하위 속성

시험 (Optional)

9.5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서 DeviceInfo 를 유효한 값으로 획득한 경우, 관련

유효성 확인

9.5

9.6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야한다. (Optional)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CustomerInfoManager 의

고객 정보조회

getCustomerInfo 함수의 호출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함수 동작 확인

수신기로부터 고객의 정보를 획득한 경우, 관련 정보를

시험

CustomerInfoRequestCB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 받을 수

9.6

있어야한다. (Optional)
서버 선택 지원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ServerInfo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기능 조회 API

있어야 하며 하위 속성으로 xmlSupportedFeatures 속성을

확인 시험 I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버 선택 지원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xmlSupportedFeatures attribute 를 XML

기능 조회 API

문자열 형태로 저장하고 있어야 하며, 그 값이 유효한 값으로

확인 시험 II

정의되어 있어야한다.

9.8

9.8

멀티스크린
커넥션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MScreenConnect , CommonConn,

인터페이스 정의

ConnInfo ConDevice 등 멀티스크린 커넥션 관련 인터페이스 및

확인 시험

하위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어야 한다.

9.9.2

(Optional)
멀티스크린 연결
정보 요청 함수
동작 확인 시험
(Optional)
컴패니언 디바이
스 정보 유효성
확인

시험

(Optional)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CommonConn 인터페이스의
getConnInfoFromHandle 함수를 통해서 컴패니언 디바이스와의

9.9.2

연결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컴패니언 디바이스를 CommDevice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어야하며, 정보는 표준에서 정의된

9.9.2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구조로 정의돼 있어야 한다.

멀티스크린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MScreenService, CommonSrvc, 등

서비스

멀티스크린 서비스 관련 인터페이스 및 하위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 정의

정의하고 있어야 한다.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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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시험 항목

표준참조

확인 시험
(Optional)

8.3 시험 절차 및 판정 기준

8.3.1 확장 인터페이스 지원 확인 시험

8.3.1.1 목적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 서버 웹 실행환경의 window 객체에 확장 API의 객체와 속성 및
메쏘드가 존재하는지 확인

8.3.1.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1 참조

8.3.1.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1.4 시험 절차
<표 8-2> 확장 인터페이스 지원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tvExt 객체 이하 모든 인터페이스가 정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의되어 있어야 한다.

8.3.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8.3.2 애플리케이션 키 설정 변경 함수 동작 확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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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1 목적

ApplicationManager의 setKeySet함수 호출에 대한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 동작 확인

8.3.2.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2 참조

8.3.2.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 테스트앱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에 <remotekey> 속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8.3.2.4 시험 절차
<표 8-3> 애플리케이션 키 설정 변경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이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keySetValue 값이 화면에 나타난다.

파라미터 값이 0x1인 setKeySet 함수
를 호출한다.
리모컨은 왼쪽 방향 키를 인가한다.

실행되며,

현재

keySetValue의 값이 0x1로 변경된다.
VK_LEFT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테스트
앱에 전달된다.

8.3.2.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

8.3.3 시험수신기 자원 접근 권한 요청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3.1 목적

ApplicationManager의 requestPermission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3.2 규격 참조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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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2 참조

8.3.3.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3.4 시험 절차
<표 8-4> 시험수신기 자원 접근 권한 요청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이 실행되며, 현재 permission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attribute의 값이 화면에 나타난다.
permission attribute의 값이 0x40으로

파라미터 값이 0x40인
requestPermission 함수를 호출한다.

변경되고, permission의 값이 화면에
나타난다.

8.3.3.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

8.3.4 애플리케이션 화면 숨김 및 보임 함수 동작 확인 시험 (Optional)

8.3.4.1 목적

ApplicationManager의 showApplication/hideApplication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4.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2 참조
8.3.4.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4.4 시험 절차
<표 8-5> 애플리케이션 화면 숨김 및 보임 함수 동작 확인 시험 (Optional) 시험 절차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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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2

2초간 방치한다.

테스트앱이 화면에서 표시되지 않는다.

3

2초간 방치한다.

테스트앱이 화면에 다시 표시된다.

8.3.4.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와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8.3.5 애플리케이션 실행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5.1 목적

ApplicationManager의 createApplication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5.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2 참조

8.3.5.3 시험 사전 조건

— 테스트앱-A와 테스트앱-B가 테스트케이스 앱 서버에서 호스팅되고 있다.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A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5.4 시험 절차
<표 8-6> 애플리케이션 실행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A를 실행한다.
createApplication 함수를 호출하여 테
스트앱-B를 실행한다.

테스트앱-A가 실행된다.

테스트앱-B가 실행된다.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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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8.3.6 애플리케이션 종료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6.1 목적

ApplicationManager의 destroyApplication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6.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2 참조

8.3.6.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6.4 시험 절차
<표 8-7> 애플리케이션 종료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destroyApplication

함수를

호출하여

테스트앱을 종료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이 종료된다.

8.3.6.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8.3.7 채널 정보 획득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7.1 목적

ChannelManager의 채널정보 획득 함수 동작 확인 시험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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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3 참조

8.3.7.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7.4 시험 절차
<표 8-8> 채널 정보 획득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2

getCurrentChannel 함수를 호출한다.

현재 채널의 정보가 반환된다.

3

getPrevChannel 함수를 호출한다.

이전 채널의 정보가 반환된다.

4

getNextChannel 함수를 호출한다.

다음 채널의 정보가 반환된다.

8.3.7.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 3, 4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8.3.8 채널 변경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8.1 목적

ChannelManager의 setChannel 함수 동작 확인

8.3.8.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3 참조

8.3.8.3 시험 사전 조건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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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8.4 시험 절차
<표 8-9> 채널 변경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다음

채널

정보를

파라미터로

setChannel 함수를 호출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PIP의 방송이 다음 채널로 변경된다.

8.3.8.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8.3.9 채널 변경 이벤트 수신 확인 시험

8.3.9.1 목적

ChannelManager의 onChannelChanged 이벤트 핸들러 동작 확인

8.3.9.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3 참조

8.3.9.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9.4 시험 절차
<표 8-10> 채널 변경 이벤트 수신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다음

채널

정보를

파라미터로

setChannel 함수를 호출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PIP의 방송이 다음 채널로 변경되며
onChannelChanged가 호출 되어야 한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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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3.9.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에서 onChannelChanged 가 실행되어야 한다.

8.3.10

프로그램 변경 이벤트 수신 확인 시험

8.3.10.1 목적

ChannelManager의 onProgramlChanged 이벤트 핸들러 동작 확인

8.3.10.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3 참조

8.3.10.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10.4 시험 절차
<표 8-11> 프로그램 변경 이벤트 수신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ChannelManager에

2

onProgramChanged 핸들러를 등록한
다.

3
4

프로그램이 변경될 때까지 기다린다.
프로그램이 다시 한 번 변경될 때까지
기다린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onProgramChanged가 정상적으로 등
록되어야 한다.
onProgramChanged가 호출된다.
onProgramChanged가 호출된다.

8.3.10.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에서 onProgramChanged 가 실행되어야 한다.
TTAK.KO-07.0135/R1
７４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8.3.11

채널 목록 획득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11.1 목적

ChannelMetadata의 getChannels 함수 동작 확인

8.3.11.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3 참조

8.3.11.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11.4 시험 절차
<표 8-12> 채널 목록 획득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ChannelMetadata의 getChannels 함수
를 호출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ChannelsRequestCB를 통해 유효한 채
널 정보(수신기에서 제공하는 채널 정
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8.3.1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8.3.12

프로그램 목록 획득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12.1 목적

ChannelMetadata의 getProgramsInChannel 함수 동작 확인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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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3 참조

8.3.12.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12.4 시험 절차
<표 8-13> 프로그램 목록 획득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현재

2

요구 사항

채널

정보를

파라미터로

하여

ChannelMetadata의
getProgramsinChannel 함수를 호출한
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ProgramsInChannelRequestCB를 통해
유효한 현재 채널의 프로그램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8.3.12.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8.3.13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 조회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13.1 목적

VideoConfigManager의 getVideoConfig 함수 동작 확인

8.3.13.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4 참조

8.3.13.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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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4 시험 절차
<표 8-14>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 조회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VideoConfigManager의

VideoConfigRequestCB을 통해 유효한

getVideoConfig를 호출한다.

방송비디오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8.3.13.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8.3.14

방송 비디오 설정 제어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14.1 목적

VideoConfigManager의 setVideoConfig 함수 동작 확인

8.3.14.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4 참조
8.3.14.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14.4 시험 절차
<표 8-15> 방송 비디오 설정 제어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PIP형태의 방송비디오와 함께 테스트앱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이 실행된다.
방송비디오가 setVideoConfig 함수의

VideoConfigManager의

파라미터에 맞게 설정이 되고 변경된

setVideoConfig를 호출한다.

설정정보가

VideoConfigRequestCB를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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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8.3.14.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8.3.15 방송 비디오 실행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15.1 목적

playBroadcastVideo 함수를 통한 방송 비디오 실행 함수 동작 확인

8.3.15.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5 참조

8.3.15.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15.4 시험 절차
<표 8-16> 방송 비디오 실행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방송비디오가 중지된 상태로 테스트앱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이 실행된다.

VideoConfigManager의

중지되어 있는 방송 영상이 실행이 된

playBroadcastVideo 함수를 호출한다.

다.

8.3.15.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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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6 방송 비디오 종료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16.1 목적

stopBroadcastVideo 함수를 통한 방송 비디오 실행 함수 동작 확인

8.3.16.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5 참조

8.3.16.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16.4 시험 절차
<표 8-17> 방송 비디오 종료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방송 비디오가 실행된 상태로 테스트앱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이 실행된다.

VideoConfigManager의
stopBroadcastVideo 함수를 호출한다.

실행되고 있는 방송 영상이 종료된다.

8.3.16.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8.3.17 방송 오디오 음소거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17.1 목적

setMuteBroadcastVideo 함수를 통한 방송 오디오 음소거 함수 동작 확인

8.3.17.2 규격 참조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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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5 참조

8.3.17.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17.4 시험 절차
<표 8-18> 방송 오디오 음소거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방송 비디오가 실행된 상태로 테스트앱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이 실행된다.

VideoConfigManager의
2

setMuteBroadcastVideo 함수를 호출
한다.

실행되고 있는 방송 영상의 오디오가
음소거 상태로 변경된다.

8.3.17.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8.3.18 방송 오디오 원복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18.1 목적

setUnmuteBroadcastVideo 함수를 통한 방송 오디오 원복 함수 동작 확인

8.3.18.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5 참조

8.3.18.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18.4 시험 절차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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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9> 방송 오디오 원복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가 음소거 상태로 테스트앱이 실행된
다.

VideoConfigManager의
2

방송 영상이 실행 중이고 방송 오디오

setUnmuteBroadcastVideo 함수를 호
출한다.

실행되고 있는 방송 영상의 오디오가
원복된다.

8.3.18.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8.3.19 DeviceInfo의 하위 속성 유효성 확인 시험

8.3.19.1 목적

DeviceInfo 속성 참조 동작 확인

8.3.19.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6 참조

8.3.19.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19.4 시험 절차
<표 8-20> DeviceInfo의 하위 속성 유효성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DeviceInfo 객체에 접근하여 속성을 읽
는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DeviceInfo를 통해 유효한 클라우드 방
송 수신기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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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9.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8.3.20

고객 정보조회 함수 동작 확인 시험(Optional)

8.3.20.1 목적

CustomerInfoManager의 getCustomerInfo 함수 동작 확인

8.3.20.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6 참조

8.3.20.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20.4 시험 절차
<표 8-21> 고객 정보조회 함수 동작 확인 시험(Optional)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CustomerInfoRequestCB를 통해 클라

CustomerInfoManger의
getCustomerInfo 함수를 호출한다.

우드 방송 수신기로부터 유효한 고객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8.3.20.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8.3.21 서버 선택 지원 기능 조회 API 확인 시험Ⅰ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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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1.1 목적

표준의 선택적 요구사항에 대한 플랫폼 서버 지원 여부 확인

8.3.21.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8 참조

8.3.21.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21.4 시험 절차
<표 8-22> 서버 선택 지원 기능 조회 API 확인 시험Ⅰ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ServerInfo

2

요구 사항

인터페이스

및

xmlSupportedFeatures 의 속성을 확인
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에 ServerInfo정의을 확인 할
수 있어야하며 xmlSupportedFeatures
에 대한 속성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
다.

8.3.2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8.3.22 서버 선택 지원 기능 조회 API 확인 시험 Ⅱ

8.3.22.1 목적

표준의 선택적 요구사항에 대한 플랫폼 서버 지원 여부 확인

8.3.22.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8 참조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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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22.4 시험 절차
<표 8-23> 서버 선택 지원 기능 조회 API 확인 시험Ⅱ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ServerInfo인터페이스의

테스트앱에 xmlSupportedFeatures 에

xmlSupportedFeatures 의 속성을 확인

대한 내용이 XML 문자열 형태와 유효

한다.

한 값으로 나타나야한다.

8.3.22.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8.3.23 멀티스크린 커넥션 인터페이스 정의 확인 시험

8.3.23.1 목적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의 멀티스크린 커넥션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지원 여부 확인

8.3.23.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8 참조

8.3.23.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23.4 시험 절차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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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4> 멀티스크린 커넥션 인터페이스 정의 확인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MScreenConnect,

2

요구 사항

CommonConn,

ConnInfo, ConDevice 에 대한 인터페
이스 및 하위 속성을 확인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에

MScreenConnect,

CommonConn, ConnInfo, ConDevice
인터페이스와 하위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야한다.

8.3.23.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8.3.24 멀티스크린 연결 정보 요청 함수 동작 확인 시험

8.3.24.1 목적

멀티스크린 연결 정보 요청 함수인 getConnInfoFromHandle 동작 여부 확인

8.3.24.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8 참조

8.3.24.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24.4 시험 절차
<표 8-25> 멀티스크린 연결 정보 요청 함수 동작 확인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을 컴패니언 디바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과 연결이 정상적

이스와 연결한다.

으로 이루어진다.

CommonConn

인터페이스의

getConnInfoFromHandle 함수가 호출

테스트앱에 컴패니언 디바이스에 대한
연결정보가 나타나야한다.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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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8.3.24.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8.3.25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유효성 확인 시험

8.3.25.1 목적

연결 가능한 컴패니언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 유효성 확인

8.3.25.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8 참조

8.3.25.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25.4 시험 절차
<표 8-26>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유효성 확인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연결 가능한 컴패니언 디바이스를 출력

테스트앱에 연결가능한 컴패니언 디바

한다.

이스 리스트가 유효하게 나타나야한다.

8.3.25.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8.3.26 멀티스크린 서비스 인터페이스 정의 확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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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6.1 목적

멀티스크린 서비스 관련 인터페이스 정의 확인

8.3.26.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9.9.3 참조

8.3.26.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8.3.26.4 시험 절차
<표 8-27> 멀티스크린 서비스 인터페이스 정의 확인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MScreenService, CommonSrvc에 대한
인터페이스 및 하위 속성을 확인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에

MScreenService,

CommonSrvc 인터페이스와 하위 인터
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야한다..

8.3.26.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9

수신기 연동 프로토콜 시험

9.1 시험 개요

수신기 연동 프로토콜이란 클라우드 방송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버의 실행 환경인 클라우
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확장 API 호출에 대해 실제로 사용자의 수신기
로 정보를 요청하여 획득하기 위하여 정의하는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본 시험에서는 수신기 연동 프로토콜의 검증을 위해서 시험 환경의 데이터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 서버와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 사이의 메시지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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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검증하는 시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9.2 시험 항목 요약
<표 9-1> 시험 항목 요약(수신기 연동 프로토콜)
시험명
수신기 연동
프로토콜 메시지
포맷 지원 확인
시험

시험 항목

표준참조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와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수신기 연동
프로토콜의 메시지 포맷으로 바이트 코드 방식 혹은 JSON
코드 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애플리케이션 형식에 따른 수신기

형식(방송연동형)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연동형)

프로토콜 검증

및 상태를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시험(서버)

수신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연동형)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요구사항 전달 요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
연동형)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을 경우, 표준 프로토콜

있어야 한다.

형식(방송독립형)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독립형)

프로토콜 검증

및 상태를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시험(서버)

수신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애플리케이션 키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애플리케이션 키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애플리케이션
퍼미션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11.2.1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결과를 전달할 수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애플리케이션 형식에 따른 수신기

형식(방송독립형)

11.2.1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애플리케이션 형식에 따른 수신기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11.1.1,2

11.2.1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애플리케이션 형식에 따른 수신기
요구사항 전달 요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독립형)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을 경우, 표준

11.2.1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결과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에 요구되는
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keySet 값을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11.2.2

한다.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 요구 키
정보 전달 요청에 따라 키 정보가 정상적으로 적용 되었을
경우,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11.2.2

결과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에 요구되는
수신기 권한 정보 요청을 위해 permissionSet 값을 표준

11.2.3

TTAK.KO-07.0135/R1
８８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시험명

시험 항목

표준참조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에 요구되는

퍼미션 프로토콜

수신기 권한 정보 요청에 따라 권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검증

적용되었을 경우,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시험(수신기)

서버로 결과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채널 정보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수신기로부터 단일 채널 정보 조회
요청을 위해 채널 요청의 형식을 세 가지 분류(Current,
Next, Prev)에 따라 그 값을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단일 채널 정보 조회 요청에 따라

프로토콜 검증

채널 객체를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시험(수신기)

서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채널 리스트
정보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채널제어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채널제어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11.3.1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채널 정보조회

채널 리스트

11.2.3

11.3.1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채널 리스트 정보조회 요청을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전달할 수

11.3.2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채널 리스트 정보조회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방송 채널 리스트의 오브젝트 또는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획득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표준

11.3.2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채널 변경 요청을 위해 채널
오브젝트 또는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11.3.3

한다.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채널 변경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에 해당하는 값을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전달할 수

11.3.3

있어야 한다.

채널변경 통지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채널변경 사항을 통지받을 수

요청 프로토콜

있게하는 요청을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검증 시험(서버)

방송 수신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채널 변경 통지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채널변경 사항 통지 요청에 따라

요청 프로토콜

정상적으로 채널변경 사항 통지기능을 적용시킨 경우, 그

검증

결과에 해당하는 값을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시험(수신기)

방송 서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11.3.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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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채널 변경 통지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채널목록 변경
통지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항목

표준참조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채널변경 통지 요청을 받은 후,
채널 변경이 있을 시 변경된 채널의 오브젝트(channel)를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채널 목록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클라우드 방송 서버의 채널 리스트 정보조회 프로토콜에
대한 응답으로 채널리스트 오브젝트(channelList) 및 그에

방송 서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방송 프로그램 조회 요청을 표준

조회 프로토콜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전달할 수

검증 시험(서버)

있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방송 프로그램 조회 요청에 따라

조회 프로토콜

프로그램 리스트를 정상적으로 획득한 경우, 프로그램 목록

검증

정보를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시험(수신기)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변경 통지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수 있게하는 요청을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변경 통지 요청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변경 사항 통지기능이

프로토콜 검증

적용된 경우, 그 결과에 해당하는 값을 표준 프로토콜

시험(수신기)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방송 프로그램 변경 이후,

변경 통지

프로그램의 변경이 있을 시, 변경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프로토콜 검증

정보 객체(program)를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시험(수신기)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11.4.1

11.4.2

방송 수신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방송 프로그램 변경 사항 통지

정보 조회

11.4.1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방송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통지받을

방송 프로그램

방송 비디오 설정

11.3.6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11.3.5

11.4.2

방송
11.4.3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 조회 요청을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11.5.1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 비디오 설정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 조회

정보 조회

요청에 따라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를 획득한 경우, 비디오

프로토콜 검증

설정 정보(videoConfig)에 해당하는 값을 표준의 프로토콜

시험(수신기)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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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방송 비디오 설정
제어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항목

표준참조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방송 설정 변경 요청을 위해 비디오
설정 정보 오브젝트(videoConfig)에 해당하는 값을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 비디오 설정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방송 설정 변경 요청에 따라 방송

제어 프로토콜

비도오 설정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경우, 비디오 설정

검증

정보(videoConfig)에 해당하는 값을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시험(수신기)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 정보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고객 정보 획득 요청을 표준의

프로토콜 검증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전달할 수

시험(서버)

있어야 한다.

고객 정보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해제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11.5.2

11.5.2

11.6.1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고객 정보 획득 요청에 따라 고객
정보를 획득한 경우, 고객 정보 오브젝트(customerInfo)에
해당하는 값을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11.6.1

서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조회 요청을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11.7.1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조회
요청에 따라 컴패니언 디바이스의 정보를 획득한 경우,
컴패니언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11.7.1

따라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요청을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11.7.2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조회
요청에 따라 컴패니언 디바이스의 정보를 획득한 경우,
컴패니언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11.7.2

따라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해제 요청을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11.7.3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TTAK.KO-07.0135/R1
９１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시험명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해제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항목

표준참조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부터의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해제 요청 프로토콜을 수신한 경우,
컴패니언 디바이스와의 연결 해제에 대한 결과를 표준

11.7.3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서버로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정보를 획득

정보 획득

하기위하여 하는 요청을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프로토콜검증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11.7.4

시험(서버)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정보 획득
프로토콜검증
시험(수신기)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부터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정보 요청에 대한 프로토콜을
수신한 경우, 컴패니언 디바이스의 연결 정보를 표준

11.7.4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서버로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보내는
메시지를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보낼 수 있어야

11.7.5

한다.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메시지 수신의 결과 값을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전달 할 수

11.7.5

있어야 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메시지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보내는

전달 프로토콜

메시지를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보낼 수 있어야

검증

한다.

11.7.6

시험(수신기)
컴패니언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부터

디바이스 메시지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메시지 수신의 결과 값을 표준

전달 프로토콜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전달 할 수

검증 시험(서버)

있어야 한다.

오디오 정보 전달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오디오를

프로토콜 검증

전달을 할 때 표준 프로토콜의 포맷에 따라 보낼 수 있어야

시험(서버)

한다.

11.7.6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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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시험 항목

표준참조

오디오 정보 전달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부터 오디오

프로토콜 검증

정보를 수신한 경우, 오디오 정보 수신에 대한 결과 값을

시험(수신기)

표준 프로토콜의 포맷에 따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오디오 제어 요청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에 있는

프로토콜 검증

오디오를 제어 하기 위한 요청 프로토콜을 표준을 준용하여

시험(서버)

수신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한다.

오디오 제어 요청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부터 오디오

프로토콜 검증

제어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표준 프로토콜

시험(수신기)

포맷에 따라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 화면 출력
정보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 화면 출력
정보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11.8.1

11.8.2

11.8.2

클라우드 방송 서버는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의 화면 출력
정보 요청을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수신기로 전달 할

11.9.1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부터 화면

출력 정보 요청을 수신할 경우, 수신기의 화면 출력 정보를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전달할

11.9.1

수 있어야 한다.

9.3 시험 절차 및 판정 기준

9.3.1 수신기 연동 프로토콜 메시지 포맷 지원 확인 시험

9.3.1.1 목적

수신기 연동 프로토콜의 메시지 포맷이 표준에서 정의한 바이트 코드 혹은 JSON 코드
포맷 송수신 여부

9.3.1.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1.1, 11.1.2 참조

9.3.1.3 시험 사전 조건

테스트앱이 테스트 채널에 AUTO-START 로 시그널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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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4 시험 절차
<표 9-2> 수신기 연동 프로토콜 메시지 포맷 지원 확인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2

3

4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setKeySet 함수를 호출 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표준의 요청 프로토콜과 일치 하는 포
맷의 바이너리 코드 혹은 JSON 코드
를 요청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표준의 응답 프로토콜과 일치 하는 포
맷의 바이너리 코드 혹은 JSON 코드
를 응답한다.

9.3.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2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연동형)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2.1 목적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른

수신기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연동형) 및 상태를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전달해야 한다.

9.3.2.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2.1참조

9.3.2.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 테스트앱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의 애플리케이션 형식에 방송연동형이
설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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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4 시험 절차
<표 9-3>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연동형)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표준의 전달 프로토콜에 맞게 애플리케

콜을 분석한다.

이션 형식 및 상태를 전달해야 한다.

9.3.2.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3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연동형)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3.1 목적

애플리케이션의 형식 및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요청에 따른 결과를 정상적으로 응답한다.

9.3.3.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2.1참조

9.3.3.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 테스트앱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의 애플리케이션 형식에 방송연동형이 설정
되어있다.

9.3.3.4 시험 절차
<표 9-4>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연동형)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표준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애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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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을 분석한다.

이션의 처리 결과를 전달한다.

9.3.3.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4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독립형)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4.1 목적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른 수신기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
독립형) 및 상태를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전달해야 한다.

9.3.4.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2.1참조

9.3.4.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 테스트앱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의 애플리케이션 형식에 방송독립형이 설정
되어있다.

9.3.4.4 시험 절차
<표 9-5>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독립형)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표준의 전달 프로토콜에 맞게 애플리케

콜을 분석한다.

이션 형식 및 상태를 전달해야 한다.

9.3.4.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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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독립형)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5.1 목적

애플리케이션의 형식 및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요청에 따른 결과를 정상적으로 응답한다.

9.3.5.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2.1참조

9.3.5.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 테스트앱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정책 파일의 애플리케이션 형식에 방송독립형이 설정
되어있다.

9.3.5.4 시험 절차
<표 9-6> 애플리케이션 형식(방송독립형)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표준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애플리케

콜을 분석한다.

이션의 처리 결과를 전달한다.

9.3.5.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6 애플리케이션 키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6.1 목적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에 요구되는 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KeySet 값을 표준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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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에 따라 전달해야 한다.

9.3.6.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2.1참조

9.3.6.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6.4 시험 절차
<표 9-7> 애플리케이션 키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파라미터 값이 0x1인 setKeySet 함수
를 호출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요청하는 KeySet 값이 표준의 요청 프

콜을 분석한다.

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6.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7 애플리케이션 키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7.1 목적

키 정보전달 요청에 대하여 동작에 대한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9.3.7.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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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7.4 시험 절차
<표 9-8> 애플리케이션 키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파라미터 값이 0x1인 setKeySet 함수
를 호출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응답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요청하는 KeySet 의 적용 결과가 표준
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7.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8 애플리케이션 퍼미션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8.1 목적

수신기 권한 정보 요청을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전달해야 한다.

9.3.8.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2.3 참조

9.3.8.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8.4 시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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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 애플리케이션 퍼미션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1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파라미터 값이 0x40인

2

requestPermission 함수를 호출한다.

3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수신기 권한 정보 요청이 표준의 요청

콜을 분석한다.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8.5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9 애플리케이션 퍼미션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9.1 목적

수신기 권한 정보 요청에 대한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9.3.9.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2.3 참조

9.3.9.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9.4 시험 절차
<표 9-10> 애플리케이션 퍼미션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파라미터 값이 0x40인
requestPermission 함수를 호출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응답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수신기 권한 정보 변경 결과가 표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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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을 분석한다.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
다.

9.3.9.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10

채널 정보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10.1 목적

채널 정보 조회 요청을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3.10.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2.3 참조

9.3.10.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10.4 시험 절차
<표 9-11> 채널 정보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getCurrentChannel 함수를 호출한다.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현재 채널 정보 조회 요청이 표준의 요

콜을 분석한다.

청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getNextChannel 함수를 호출한다.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다음 채널 정보 조회 요청이 표준의 요

콜을 분석한다.

청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6

getPrevChannel 함수를 호출한다.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7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이전 채널 정보 조회 요청이 표준의 요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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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콜을 분석한다.

청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10.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11

채널 정보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11.1 목적

채널 정보 조회 요청을 표준 프로토콜에 맞게 응답 할 수 있어야 한다.

9.3.11.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3.1 참조

9.3.11.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11.4 시험 절차
<표 9-12> 채널 정보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3

4

5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getCurrentChannel 함수를 호출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응답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현재 채널 객체에 해당하는 정보가 표
준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getNextChannel 함수를 호출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응답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다음 채널 객체에 해당하는 정보가 표
준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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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6

7

시험 내용

요구 사항

getPrevChannel 함수를 호출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응답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이전 채널 객체에 해당하는 정보가 표
준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1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12

채널 리스트 정보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12.1 목적

채널 리스트 정보 조회 요청을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3.12.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3.2 참조

9.3.12.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12.4 시험 절차
<표 9-13> 채널 리스트 정보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ChannelMetadata의 getChannels 함수
를 호출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채널 리스트 정보 조회 요청이 표준 요

콜을 분석한다.

청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TTAK.KO-07.0135/R1
１０３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9.3.12.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13 채널 리스트 정보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13.1 목적

채널 리스트 정보조회 요청 시 채널 리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
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3.13.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3.2 참조

9.3.13.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13.4 시험 절차
<표 9-14> 채널 리스트 정보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ChannelMetadata의 getChannels 함수
를 호출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응답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채널 목록 데이터가 표준의 응답 프로

콜을 분석한다.

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13.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14

채널 제어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TTAK.KO-07.0135/R1
１０４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9.3.14.1 목적

채널 변경 요청 시 변경할 채널에 해당하는 정보(Channel Object)를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3.14.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3.3 참조

9.3.14.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14.4 시험 절차
<표 9-15> 채널 제어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다음 채널 정보를 파라미터로
setChannel 함수를 호출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다음 채널에 해당하는 채널 정보가 표
준의 요청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14.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15 채널제어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15.1 목적

채널 변경 요청 시 그 결과에 해당하는 값을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TTAK.KO-07.0135/R1
１０５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9.3.15.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3.3 참조

9.3.15.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15.4 시험 절차
<표 9-16> 채널제어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다음 채널 정보를 파라미터로
setChannel 함수를 호출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응답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표준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채널 변

콜을 분석한다.

경 요청에 따른 결과를 전달한다.

9.3.15.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16

채널변경 통지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16.1 목적

채널 변경 통지 요청을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3.16.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3.4 참조

TTAK.KO-07.0135/R1
１０６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9.3.16.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16.4 시험 절차
<표 9-17> 채널변경 통지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ChannelManager에
2

onChannelChanged 핸들러를 등록한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다.
3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채널 변경 통지 요청이 표준의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16.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17

채널변경 통지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17.1 목적

채널 변경 통지 요청에 따른 결과를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3.17.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3.4 참조

9.3.17.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TTAK.KO-07.0135/R1
１０７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9.3.17.4 시험 절차
<표 9-18> 채널변경 통지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ChannelManager에
2

onChannelChanged 핸들러를 등록한

응답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다.

3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채널 변경 통지 요청에 따른 수행 결과
가 표준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
되어야 한다.

9.3.17.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18

채널 변경 통지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18.1 목적

채널 변경 통지 요청 이후 수신기의 채널 변경 시, 변경된 채널의 정보를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전달해야 한다.

9.3.18.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 11.3.5 참조

9.3.18.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18.4 시험 절차
<표 9-19> 채널 변경 통지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TTAK.KO-07.0135/R1
１０８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ChannelManager에
2

onChannelChanged 핸들러를 등록한

채널 변경 통지 요청을 한다.

다.
3

4

수신기에서 현재 채널을 다음 채널로
변경한다.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변경된 채널에 대한 정보가 표준의 프

콜을 분석한다.

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18.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19

채널목록 변경 통지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19.1 목적

수신기의 채널목록 변경 시, 채널 리스트 정보 조회 프로토콜에 대한 응답으로 변경된
채널 리스트 정보를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전달해야 한다.

9.3.19.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3.6 참조

9.3.19.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19.4 시험 절차
<표 9-20> 채널목록 변경 통지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TTAK.KO-07.0135/R1

１０９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순서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수신기의 채널 목록을 변경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수신기의 채널 목록이 정상적으로 변경
된다.
변경된 채널목록에 대한 정보가 표준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
다.

9.3.19.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20

방송 프로그램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20.1 목적

방송 프로그램 조회 요청이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전달해야 한다.

9.3.20.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4.1 참조

9.3.20.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20.4 시험 절차
<표 9-21> 방송 프로그램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현재 채널 정보를 파라미터로 하여
2

ChannelMetadata의
getProgramsInChannel 함수를 호출한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다.
3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방송 프로그램 조회 요청이 요청 프로
TTAK.KO-07.0135/R1

１１０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콜을 분석한다.

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20.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21

방송 프로그램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21.1 목적

방송 프로그램 조회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프로그램 목록 정보를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전달하여야 한다.

9.3.21.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4.1 참조

9.3.21.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21.4 시험 절차
<표 9-22> 방송 프로그램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현재 채널 정보를 파라미터로 하여
2

ChannelMetadata의
getProgramsInChannel 함수를 호출한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다.
3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방송 프로그램 목록 정보가 표준의 응

콜을 분석한다.

답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TTAK.KO-07.0135/R1
１１１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9.3.2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22

프로그램 변경 통지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22.1 목적
프로그램 변경 통지 요청을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3.22.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4.2 참조
9.3.22.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22.4 시험 절차
<표 9-23> 프로그램 변경 통지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ChannelManager에
2

onProgramChanged 핸들러를 등록한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다.
3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프로그램 변경 통지 요청이 표준의 요

콜을 분석한다.

청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22.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23 프로그램 변경 통지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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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3.1 목적

프로그램 변경 통지 요청에 따른 결과를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3.23.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4.2 참조

9.3.23.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23.4 시험 절차
<표 9-24> 프로그램 변경 통지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ChannelManager에
2

onProgramChanged 핸들러를 등록한

응답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다.

3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프로그램 변경 통지 요청에 따른 결과
가 표준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
되어야 한다.

9.3.23.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24

방송 프로그램 변경 통지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24.1 목적

프로그램 변경 통지 요청 이후 현재 채널의 프로그램 변경 시, 변경된 프로그램의
정보를 표준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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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4.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4.3 참조

9.3.24.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 채널 안에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9.3.24.4 시험 절차
<표 9-25> 방송 프로그램 변경 통지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ChannelManager에

2

onProgramChanged 핸들러를 등록한
다.

3

4

수신기의 프로그램 변경을 기다린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onProgramChanged가 정상적으로 등
록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표준의

콜을 분석한다.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24.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25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25.1 목적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 조회 요청을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3.25.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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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5.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25.4 시험 절차
<표 9-26>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VideoConfigManager의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getVideoConfig를 호출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 조회 요청이 표
준의 요청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25.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26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26.1 목적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 조회 요청에 따라 현재 방송 비디오의 설정 정보 획득 정보를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3.26.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5.1 참조
9.3.26.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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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6.4 시험 절차
<표 9-27>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VideoConfigManager의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응답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getVideoConfig를 호출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가 표준의 응답

콜을 분석한다.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26.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27

방송 비디오 설정 제어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27.1 목적

방송 비디오 설정 변경 요청을 위해 비디오 설정 정보를 표준의 프로토콜 포맷에 따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3.27.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5.2 참조

9.3.27.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27.4 시험 절차
<표 9-28> 방송 비디오 설정 제어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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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1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VideoConfigManager의

2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setVideoConfig를 호출한다.

3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방송 비디오 설정 정보가 표준의 응답

콜을 분석한다.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27.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28

방송 비디오 설정 제어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28.1 목적

방송 비디오 설정 변경 요청에 따라 적용된 방송 변경 정보를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3.28.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5.2 참조

9.3.28.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28.4 시험 절차
<표 9-29> 방송 비디오 설정 제어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VideoConfigManager의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응답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setVideoConfig를 호출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수신기에 적용된 방송 변경 정보가 표

콜을 분석한다.

준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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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한다.

9.3.28.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29

고객 정보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29.1 목적

고객 정보 조회 요청을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3.29.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6.1 참조

9.3.29.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29.4 시험 절차
<표 9-30> 고객 정보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CustomerInfoManger의
getCustomerInfo 함수를 호출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고객 정보 조회 요청이 표준의 요청 프

콜을 분석한다.

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29.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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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0

고객 정보 프로토콜 검증 시험 (수신기)

9.3.30.1 목적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는 고객 정보 획득 요청에 따라 고객 정보 객체에 해당하는 값을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3.30.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1.5.1 참조

9.3.30.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30.4 시험 절차
<표 9-31> 고객 정보 프로토콜 검증 시험 (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CustomerInfoManger의
getCustomerInfo 함수를 호출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응답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고객 정보 객체 정보가 표준의 응답 프

콜을 분석한다.

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30.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31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31.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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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의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조회 요청 확인

9.3.31.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7.1 참조

9.3.31.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31.4 시험 절차
<표 9-32>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 (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CommonConn의 getDeviceInfo 함수
를 호출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조회 요청이
표준의 요청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
야 한다.

9.3.3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32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32.1 목적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의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조회 응답 확인

9.3.32.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7.1 참조
TTAK.KO-07.0135/R1
１２０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9.3.32.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32.4 시험 절차
<표 9-33>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조회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CommonConn의 getDeviceInfo 함수
를 호출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응답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정보 조회 요청이
표준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
야 한다.

9.3.32.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33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33.1 목적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의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요청 확인

9.3.33.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7.2 참조

9.3.33.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TTAK.KO-07.0135/R1
１２１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9.3.33.4 시험 절차
<표 9-34>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목록에서 디바이스
선택을 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요청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요청이 표준의
요청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
다.

9.3.33.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34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34.1 목적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의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요청 확인

9.3.34.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7.2 참조

9.3.34.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34.4 시험 절차
<표 9-35>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1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TTAK.KO-07.0135/R1

１２２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3

컴패니언 디바이스 목록에서 디바이스
선택을 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응답 프로토콜 데이터가 송신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요청이 표준의
표준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
야 한다.

9.3.34.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35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해제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35.1 목적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의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해제 요청 확인

9.3.35.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7.3 참조

9.3.35.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35.4 시험 절차
<표 9-36>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해제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목록에서 디바이스
선택을 한다.
CommonConn의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선택된 디바이스가 연결된다.
디바이스 연결 해제 요청 프로토콜이
TTAK.KO-07.0135/R1

１２３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disconnServiceToDevice 함수를 호출

송신된다.

한다.

4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해제 요청이
표준의 요청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
야 한다.

9.3.35.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36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해제 프로토콜 검증 시험 (수신기)

9.3.36.1 목적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의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해제 응답 확인

9.3.36.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7.3 참조

9.3.36.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36.4 시험 절차
<표 9-37> 컴패니언 디바이스 해제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목록에서 디바이스
선택을 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선택된 디바이스가 연결된다.

CommonConn의

디바이스 연결 해제 요청에 대한 응답

disconnServiceToDevice 함수를 호출

프로토콜이 송신된다.
TTAK.KO-07.0135/R1

１２４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한다.

4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해제 요청에
대한 응답이 표준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36.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37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정보 획득 프로토콜 검증 시험 (서버)

9.3.37.1 목적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의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정보 요청 확인

9.3.37.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7.4 참조

9.3.37.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37.4 시험 절차
<표 9-38>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정보 획득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목록에서 디바이스
선택을 한다.
CommonConn의

3

getConnInfoFromHandle 함수를 호출
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선택된 디바이스가 연결된다.

연결된 디바이스의 연결 정보를 요청하
는 프로토콜이 송신된다.

TTAK.KO-07.0135/R1
１２５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순서

4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요청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정보 요청이
표준의 요청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
야 한다.

9.3.37.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38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정보 획득 프로토콜검증 시험 (수신기)

9.3.38.1 목적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의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정보 응답 확인

9.3.38.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7.4 참조

9.3.38.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38.4 시험 절차
<표 9-39>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정보 획득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목록에서 디바이스
선택을 한다.
CommonConn의

3

getConnInfoFromHandle 함수를 호출
한다.

4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선택된 디바이스가 연결된다.

연결된 디바이스의 연결 정보를 응답하
는 프로토콜이 송신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정보 응답이
TTAK.KO-07.0135/R1

１２６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콜을 분석한다.

표준의 응답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
야 한다.

9.3.38.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39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 검증 시험 (서버)

9.3.39.1 목적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의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 메시지 전송 확인

9.3.39.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7.5 참조

9.3.39.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39.4 시험 절차
<표 9-40>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 검증 시험 (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3

4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목록에서 디바이스
선택을 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선택된 디바이스가 연결된다.

CommonSrvc의 sendMsgToDevice 함

컴패니언 디바이스로 메시지를 송출한

수를 통해 메시지를 보낸다.

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메시지 프로

메시지가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

토콜을 분석한다.

되어야 한다.

TTAK.KO-07.0135/R1
１２７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9.3.39.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40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 검증 시험 (수신기)

9.3.40.1 목적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의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정보 응답 확인

9.3.40.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7.5 참조

9.3.40.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40.4 시험 절차
<표 9-41>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 검증 시험 (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3

4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목록에서 디바이스
선택을 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선택된 디바이스가 연결된다.

CommonSrvc의 sendMsgToDevice 함

컴패니언 디바이스로 메시지를 송출한

수를 통해 메시지를 보낸다.

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메시지 수신 응답을 표준의 응답 프로

콜을 분석한다.

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40.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TTAK.KO-07.0135/R1
１２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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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1 컴패니언 디바이스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 검증 시험 (수신기)

9.3.41.1 목적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의 컴패니언 디바이스 메시지 전송 확인

9.3.41.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7.6 참조

9.3.41.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41.4 시험 절차
<표 9-42> 컴패니언 디바이스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3

4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목록에서 디바이스
선택을 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선택된 디바이스가 연결된다.

연결된 컴패니언 디바이스에서 메시지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메시지를 송출한

를 송출한다.

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메시지 프로

메시지가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

토콜을 분석한다.

되어야 한다.

9.3.4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42 컴패니언 디바이스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 검증 시험 (서버)

9.3.42.1 목적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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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의 컴패니언 디바이스 연결 정보 응답 확인

9.3.42.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7.6 참조

9.3.42.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42.4 시험 절차
<표 9-43>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 검증 시험 (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3

4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컴패니언 디바이스 목록에서 디바이스
선택을 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선택된 디바이스가 연결된다.

연결된 컴패니언 디바이스에서 메시지

클라우드 방송 서버로 메시지를 송출한

를 송출한다.

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메시지 프로

메시지 수신 응답을 표준의 응답 프로

토콜을 분석한다.

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42.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43 오디오 정보 전달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9.3.43.1 목적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보내는 오디오 정보 전달 프로토콜 확인

9.3.43.2 규격 참조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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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8.1 참조

9.3.43.3 시험 사전 조건

ㅡ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ㅡ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테스트앱을 이미지 방식으로 서비스하여야 한다.

9.3.43.4 시험 절차
<표 9-44> 오디오 정보 전달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오디오 정보

오디오 정보가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 프로토콜을 분석한다.

전달되어야 한다.

9.3.43.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44 오디오 정보 전달 프로토콜 검증 시험(수신기)

9.3.44.1 목적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보내는 오디오 정보 전달 프로토콜 확인

9.3.44.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8.1 참조

9.3.44.3 시험 사전 조건

ㅡ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ㅡ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테스트앱을 이미지 방식으로 서비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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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4.4 시험 절차
<표 9-45> 오디오 정보 전달 프로토콜 검증 시험 (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오디오 정보 전달에 대한 응답이 표준

콜을 분석한다.

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44.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45 오디오 제어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 (서버)

9.3.45.1 목적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보내는 오디오 제어 요청 프로토콜 확인

9.3.45.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8.2 참조

9.3.45.3 시험 사전 조건

ㅡ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ㅡ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테스트앱을 이미지 방식으로 서비스하여야 한다.

9.3.45.4 시험 절차
<표 9-46> 오디오 제어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에서 오디오에 대한 제어를 한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 앱에서 오디오 제어에 따라 오
TTAK.KO-07.0135/R1

１３２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순서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다.

디오 상태가 변경이 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오디오 제어

오디오 제어 요청이 표준의 프로토콜에

요청 프로토콜을 분석한다.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45.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46 오디오 제어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 (수신기)

9.3.46.1 목적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로 보내는 오디오 제어 요청 프로토콜 확인

9.3.46.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8.2 참조

9.3.46.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46.4 시험 절차
<표 9-47> 오디오 제어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 (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3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테스트앱에서 오디오에 대한 제어를 한

테스트 앱에서 오디오 제어에 따라 오

다.

디오 상태가 변경이 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응답 프로토
콜을 분석한다.

오디오 제어 요청에 따른 응답 정보가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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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6.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47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 화면 출력 정보 프로토콜 검증 시험 (서버)

9.3.47.1 목적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의 화면 출력 정보 획득을 위한 프로토콜 확인

9.3.47.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9.1 참조

9.3.47.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9.3.47.4 시험 절차
<표 9-48>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 화면 출력 정보 프로토콜 검증 시험 (서버)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수신기 화면

수신기 화면 출력 정보 요청이 표준의

출력 정보 요청 프로토콜을 분석한다.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

9.3.47.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9.3.48 오디오 제어 요청 프로토콜 검증 시험 (수신기)

TTAK.KO-07.0135/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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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8.1 목적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의 화면 출력 정보 획득을 위한 프로토콜 확인

9.3.48.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R1) 11.9.1 참조

9.3.48.3 시험 사전 조건

ㅡ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ㅡ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은 테스트앱을 이미지 방식으로 서비스하여야 한다.

9.3.48.4 시험 절차
<표 9-49> 클라우드 방송 수신기 화면 출력 정보 프로토콜 검증 시험 (수신기)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수신기 화면
출력 정보 응답 프로토콜을 분석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수신기 화면 출력 정보 요청에 대한 응
답이 표준의 프로토콜에 맞게 전달되어
야 한다.

9.3.48.5 판정 기준

시험 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10

전송기술 시험

10.1 시험 개요

클라우드 방송 전송 기술 시험은 표준의 전송 기술의 요구사항에 따라 클라우드 데이터
가 수신기에 전달되는지 검증하기 위한 시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우드 방송 표
준은 클라우드 전송 기술을 이미지 방식, 비디오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및 사용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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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등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각 기술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터의 포맷과 형식
을 규정하고 있다

10.2 시험 항목 요약
<표 10-1> 시험 항목 요약(전송기술)
시험명

시험 항목

표준참조

이미지 방식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은 이미지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메시지 타입

전송하는 경우 전송데이터의 메시지 타입에 0X11 값을입력해야

시험

한다.

이미지 방식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은 이미지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 포맷

전송하는 경우 image format 에 실제 전송하는 image data 와

시험

일치하는 코덱 값을 입력하여야 한다.

비디오 방식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은 비디오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메시지 타입

전송하는 경우 전송데이터의 메시지 타입에 0X12 값을 입력해야

시험

한다.

비디오 방식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은 비디오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오퍼레이션 필드

전송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첫 시작에 operation 필드값을

시험 Ⅰ

0X01 을 입력해야 한다.

비디오 방식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은 비디오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오퍼레이션 필드

전송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종료 시 operation 필드 값으로

시험 Ⅱ

0X02 를 입력해야 한다.

비디오 방식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은 비디오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비디오 아이디

전송하는 경우 video id 필드 값으로 0(zero) 값을 입력해야

필드 시험

한다.

사용자 입력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은 리모컨 사용자 입력 전송 시

전송 메시지

message type 으로 0X21 을 device type 으로 0X01 값을

타입 시험

입력해야 한다.

사용자 입력
전송 이벤트
타입 시험

10.2

10.2

10.3

10.3

10.3

10.3

10.5

클라우드 방송 서버 플랫폼은 리모컨 사용자 입력 전송 시 event
type 으로 리모컨 키 누름에는 0X01 을 리모컨 키 누름 해제에는
0X02 를 입력하고 virtual event code 필드에는 유효한 값을

10.5

입력해야 한다.

10.3 시험 절차 및 판정 기준

10.3.1

이미지 방식 메시지 타입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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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 목적

이미지 전송 방식 메시지 유효성 확인

10.3.1.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0.2 참조

10.3.1.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이미지 방식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
현되어 있다.

10.3.1.4 시험 절차
<표 10-2> 이미지 방식 메시지 타입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송수신 데이터 분석장비에 저장된 데이

이미지 전송 데이터의 메시지 타입이

터를 분석한다.

0x11값이 입력되어 있다.

10.3.1.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10.3.2

이미지 방식 데이터 포맷 시험

10.3.2.1 목적

비디오 전송 방식 메시지 유효성 확인

10.3.2.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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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비디오 방식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
현되어 있다.

10.3.2.4 시험 절차
<표 10-3> 이미지 방식 데이터 포맷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송수신 데이터 분석 장비에 저장된 데
이터를 분석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전송된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하고,

image format으로 디코딩하여 전송된
화면이 표시되는 지 확인한다.

10.3.2.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10.3.3 비디오 방식 메시지 타입 시험

10.3.3.1 목적

비디오 전송 방식 메시지 유효성 확인

10.3.3.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0.3 참조

10.3.3.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비디오 방식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
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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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4 시험 절차
<표 10-4> 비디오 방식 메시지 타입 시험 시험 절차
순서
1

2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송수신 데이터 분석 장비에 저장된 데

비디오 전송 데이터의 메시지 타입이

이터를 분석한다.

0x12값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10.3.3.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10.3.4

비디오 방식 오퍼레이션 필드 시험 Ⅰ

10.3.4.1 목적

비디오 전송 방식 메시지 유효성 확인

10.3.4.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0.3 참조

10.3.4.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비디오 방식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
현되어 있다.

10.3.4.4 시험 절차
<표 10-5> 비디오 방식 오퍼레이션 필드 시험 Ⅰ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전송데이터 분석 장비의 데이터 저장을
1

시작하고,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전송데이터 분석 장비의 데이터 저장을

비디오 전송 데이터의 operation 필드

종료하고, 송수신 데이터 분석 장비에

값에 0x01값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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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10.3.4.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10.3.5

비디오 방식 오퍼레이션 필드 시험 Ⅱ

10.3.5.1 목적

비디오 전송 방식 메시지 유효성 확인

10.3.5.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0.3 참조

10.3.5.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비디오 방식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
현되어 있다.

10.3.5.4 시험 절차
<표 10-6> 비디오 방식 오퍼레이션 필드 시험 Ⅱ 시험 절차
순서
1

시험 내용

요구 사항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전송데이터 분석 장비의 데이터 저장을
2

시작하고, 리모컨의 종료 키를 인가하

테스트앱이 종료된다.

여 테스트앱을 종료시킨다.
3

전송데이터 분석 장비의 데이터 저장을

비디오 전송 데이터의 operation 필드

종료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값에 0x02값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10.3.5.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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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비디오 방식 비디오 아이디 필드 시험

10.3.6.1 목적

비디오 전송 방식 메시지 유효성 확인

10.3.6.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0.3 참조

10.3.6.3 시험 사전 조건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비디오 방식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
현되어 있다.

10.3.6.4 시험 절차
<표 10-7> 비디오 방식 비디오 아이디 필드 시험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전송데이터 분석 장비의 데이터 저장을
1

시작하고,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2

전송데이터 분석 장비의 데이터 저장을

비디오 전송 데이터의 video id 필드

종료하고, 송수신 데이터 분석 장비에

값에 0(zero)값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다.

10.3.6.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10.3.7

사용자 입력 전송 메시지 타입 시험

10.3.7.1 목적

사용자 입력 전송 메시지 유효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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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0.5 참조

10.3.7.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 테스트앱의 관리 정책 파일에 <remotekey>KEY_NAVITATION</remotekey> 속성이 지
정되어 있다.

10.3.7.4 시험 절차
<표 10-8> 사용자 입력 전송 메시지 타입 시험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전송데이터 분석 장비의 데이터 저장을
1

시작하고,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전송데이터 분석 장비의 데이터 저장을
2

시작하고, 리모컨의 왼쪽 방향 키를 인
가한다.

3

테스트앱에 “왼쪽 방향 키가 인가되었
습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전송데이터 분석 장비의 데이터 저장을

message type이 0x21이고 device type

중지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 0x01인 메시지가 존재해야 한다.

10.3.7.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10.3.8

사용자 입력 전송 이벤트 타입 시험

10.3.8.1 목적

사용자 입력 전송 메시지 유효성 확인

10.3.8.2 규격 참조

클라우드 방송 표준(TTA.KO-07.0129) 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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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3 시험 사전 조건

—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에 테스트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 테스트앱의 관리 정책 파일에 <remotekey>KEY_NAVITATION</remotekey> 속성이 지
정되어 있다.

10.3.8.4 시험 절차
<표 10-9> 사용자 입력 전송 이벤트 타입 시험 시험 절차
순서

시험 내용

요구 사항

전송데이터 분석 장비의 데이터 저장을
1

시작하고,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메뉴

테스트앱이 실행된다.

에 진입하여 테스트앱을 실행한다.
전송데이터 분석 장비의 데이터 저장을
2

시작하고, 리모컨의 왼쪽 방향 키를 인
가한다.

3

테스트앱에 “왼쪽 방향 키가 인가되었
습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전송데이터 분석 장비의 데이터 저장을

event type이 0x01과 0x02인 사용자

중지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입력 메시지가 각각 발견되어야 한다.

10.3.8.5 판정 기준

시험 절차 순서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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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1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본 표준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표준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함에 있어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확
인 후 이용한다.

※본 표준과 관련하여 접수된 확약서 이외에도 지식재산권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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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2
시험인증 관련 사항
Ⅰ-2.1 시험인증 대상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Ⅰ-2.2 시험표준 제정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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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3
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I-3.1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플랫폼(TTAK.KO-07.0129)
본 표준은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플랫폼(TTAK.KO-07.0129)’ 표준에 따라
구현되는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 및 수신기에 대한 시험 규격 및 절차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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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4
참고 문헌

[1] TTA, TTAK.KO-07.0129,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플랫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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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5
영문표준 해설서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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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부 록 Ⅰ-6
표준의 이력

판수

채택일

표준번호

내용

담당 위원회

제1판

2018.06.30

제정
TTAK.KO-07.0135

-

방송공통기술
프로젝트그룹(PG804)

제2판

2018.12.31

Web Payment,
멀티스크린, 이미지방식
개정
오디오, 방송 미디어
방송공통기술
TTAK.KO-07.0135/R1 컨트롤 관련 시험 규격 프로젝트그룹(PG804)
및 기타 오류 정정 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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