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절 네트워크시험인증

1 . 시험인증 기반조성

기반조성을위한준비

네트워크분야의시험인증업무는2001년 TTA가시험인증연구소설립당시한국전

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네트워크장비시험센터 인력과 장비 등을 이관 받아

네트워크시험센터(현네트워크시험팀)를신설하면서부터본격화되었다.

TTA는네트워크시험센터를신설하면서관련업무를수행할수있는최적의시

스템구축을목표로설정하고이를수행하기위한기초연구조사를수행하였다. 우

선네트워크시험분야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KOLAS로부터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획득과 블루투스시험 분야에 있어 블루투스 국제공인시험기관(BQTF) 인정획

득을추진하였다. 또한, ISO/IEC 17025에 따르는시험기관으로서갖추어야할일

반적요구사항관련제반사항에대한연구와함께시장분석및마케팅전략수립등

도추진하였다.

그일환으로미국, 유럽, 일본등선진국의네트워크장비시험인증제도및서비

스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산업 환경에 적합한 시험인증제도에 관

한연구도수행하였다. 동시에세계적으로정보통신및네트워크장비에대해다양

한형태의사설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시험기관의역할·기능및현황

을 분석하였으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분석하였다. 

시험인증서비스체계정립을위한노력

국내시장 상황과 업계의 요구를 기반으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트워크시험센터에 대한 대외 홍보와 함께, 업계가 가장

필요로하고있는서비스가무엇인지를파악해야했다. 

이를위해네트워크시험팀은활동소개와마케팅활성화를위한설명회를개최

하였고, 2002년당시의시험항목선정을위한국내네트워크장비제조업체를대상

으로 수차례의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내 네트

1,277건으로 연평균 30%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6월말 현재 81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인증의 경우 총 1,64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2년 46건에서

2007년462건으로연평균59%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6월말현재254건의서비

스를제공하였다.

국제 시험인증의 경우 총 1,31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2년 7건에서

2007년514건으로연평균136% 증가하였고2008년6월말에는현재242건의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국내 시험인증의 경우 총 5,85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2년 380건에서 2007년 1,225건으로연평균 26%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6월

말현재829건의서비스를제공하였다.

이용업체수에있어서도 2002년 153개, 2003년 317개, 2004년 303개, 2005

년 419개, 2006년 461개, 2007년 513개 업체로연평균 27% 증가하였고, 2008년

에는6월말현재338개업체를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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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시험인증서비스제공현황>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시험 인증 시험 인증 시험 인증 시험 인증 시험 인증 시험 인증 시험 인증

국제 네트워크 1 - 7 1 17 - 52 1 177 65 202 125 56 34

SW 3 3 4 4 2 1 1 2 6 4 - - 2 1

디지털방송 - - - - - - - - - - 49 - 37 -

이동통신 - - - - 12 - 65 - 128 - 138 - 112 -

소계 4 3 11 5 31 1 118 3 311 69 389 125 207 35

국내 네트워크 235 6 270 45 248 32 210 47 178 36 243 78 113 39

SW 86 27 185 31 169 54 264 132 348 219 528 203 449 133

디지털방송 13 - 73 1 84 8 151 7 141 7 91 19 42 28

이동통신 3 10 112 24 73 33 63 62 52 66 26 37 6 19

소계 337 43 640 101 574 127 688 248 719 328 888 337 610 219

총계 341 46 651 106 605 128 806 251 1,030 397 1,277 462 817 254



9월에데이콤, 12월에미국Spirent사등과MoU를체결하며국내외로협조체계를

넓혀나갔다. 

2.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분야의시험인증서비스확립

사업초기네트워크시험팀이추진한네트워크분야시험인

증 서비스는 Ethernet, ATM, Router, MPLS, IPv6,

VPN, Security 장비, VoIP, xDSL, 무선랜, 블루투스,

ITS 등의 기능시험, 성능시험, 상호운용성 시험 업무였으

며,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발급하

여관련업체가자사제품의마케팅에활용할수있도록하

였다. 

특히네트워크시험인증분야에서세계최고의권위를

가진미국의The Tolly Group과의제휴시험서비스를제

공해 온 TTA는 2003년 5월 Bluetooth SIG(Special

Interest Group)로부터세계23번째블루투스국제공인시험기관(BQTF) 자격을획

득하였으며, 이를통하여대내외에TTA의시험인증역량을확고히각인시킬수있

었다. 당시국내에서블루투스분야의BQTF 자격을획득한곳은TTA뿐이었다. 이

때까지국내업체들이블루투스제품을국내시장에판매하거나외국으로수출하기

위해서는외국의 BQTF를이용하기위해고급인력을해외로파견해야했으며, 따

라서시간적·경제적손실을감수해야만했다. 하지만TTA가BQTF 자격을획득함

으로써TTA를통해빠르고간편하게시험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네트워크시험인증서비스분야확대

한편, TTA는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던국내무선랜시장의현실을반영하기위해

국제적으로공인된 AP와 Station은 물론, 국내 통신사업자인 KT, 하나로통신, 데

이콤등의서비스망에서사용되고있는무선랜AP와 Station을기준장비로추가

선정하였다. 이어 각종 성능요소 및 상호운용성에 관련된 시험 요구사항을 시험하

기위한환경을구축하고, 지속적인보완을통해Wi-Fi 인증보다강화된시험환경

을토대로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였다. 

워크장비 제조업체의 시험 요구사항은 Ethernet, ATM, 블루투스(Bluetooth),

Router, MPLS, IEEE1394 분야에대한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었다. 

네트워크시험팀은네트워크장비제조업체의요구에부응하고시험의뢰자가요

구하는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thernet, ATM, 블루투스, Router,

MPLS, IEEE1394 분야의테스트베드를구축하였다. 이와함께ETRI 시절부터확

보하고있던Ethernet 및 ATM 장비에대하여Tolly 제휴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

하였으며, Ethernet, ATM, 블루투스, MPLS 분야에대하여시험인증서비스와자

문서비스를제공하는등업체의기술력향상에일익을담당하였다. 또한, KOLAS

인정획득에필요한제반사항에대한검토를거쳐, 시험기관운영과시험인증서비

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절차와문서체계를정리하기도하였다. 

한편, 국내블루투스관련장비제조업체들의해외경

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인 시험능력의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네트워크시험팀은 BQTF 인정 획득을 위한 제반 연

구를수행하였으며, 블루투스기술분야에대해국내제조

업체의장비간상호운용성시험을수행하였다.  

2002년 초에는 제품 개발이 열악한 중소·벤처업체

지원의일환으로 TTA 내 150평규모의개방시험실(Open

Lab)을마련하여중소·벤처업체들이자유롭게제품개발

에필요한시험을실시할수있도록하였으며, 고객들이별

도로사용할수있는고객지원실도함께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TTA 보유장비에대한활용성제고를위해요청에따라서는시험장비를임

대할수있도록하였다.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획득과협력체제구축

네트워크시험팀의시험서비스업무는2002년들어점차가속도를붙일수있었다.

인터넷망장비에대한시험서비스제공을통해안정적인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

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시험요구사항 분석작업과 시험방안 개발작업을 수

행하였다. 블루투스분야의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을획득하기위해2002년 7월에

는국내최초로국내시험기관인정기구인KOLAS로부터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을

획득했다. 또한 ITS 분야에대한시험계획을수립하고시험규격표준화와시험기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초고속 국가망의 진화 방향 및 표준화 추세를 파악하여

MPLS 분야의시험수요를조사하였다. 한편2002년3월에KT, 5월에하나로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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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시험기술워크숍

| 2007.09.18

● 네트워크시험실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가전 및

기기제어에 대한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주거환경을

일컫는다. 홈네트워크 산업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초고속인

터넷인프라를질적으로도세계최고

수준으로끌어올릴수있는산업으로

주목받고있다. 이 같은가능성을주

목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홈네

트워크산업을10대차세대성장동력

분야가운데하나로육성해왔다. 

현재 홈네트워크 분야의 기술은

기술적인가능성을검증하는단계로,

홈네트워크를모든가정에설치하고보편화시키기위해서는아직도많은기술적문

제점들이해소되어야한다. 홈네트워크분야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국내업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들로 구성하여 홈네트워크 기기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

고,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표준들과의

호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홈네트워크 기기시험의 결과가 특정기준을

통과한제품에인증마크를부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홈네트워크기기의구입기

준을제시하고생산자에게는홈네트워크기기의경쟁력을향상시켜매출을증대시

킬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표준화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 사업기회를

확대시킬수있어야한다. 

정부는이같은문제를해결하고침체된홈네트워크산업을보다활성화하기위

해2008년7월, ‘지능형홈네트워크산업발전전략’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2008년현재TTA는홈게이트웨이, 단지서버, 세대스위치, 월패드등홈네트워

크중심기기에대한시험인증서비스를위해TTA Verified 인증기준과시험절차서

를자체적으로마련하였으며, 그결과2006년22건, 2007년34건의시험인증서비

스를제공하였다.

한편, TTA는 기존의 TTA Verified 시험인증 서비스를 2008년말부터 시행될

홈네트워크기기인증제도에맞추어홈네트워크기기인증시험서비스로전환하고,

2008년 현재 TTA 네트워크시험팀은 블루투스, 홈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IPv6, MMoIP, 지그비(ZigBee), 무선랜, RFID, ITS·텔레매틱스분야등을중심으

로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TA는 이와같은 국내외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산 장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업체들에게는 시험인증 수수료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중소업체 시험환경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ION(상호운용성시험)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주요시험인증분야

●블루투스

TTA는 2001년도부터블루투스표준

및 시험 규격을 분석해 적합성 시험

을위한기술을축적하고, 다양한프

로파일을 지원하는 시험대상 장비를

확보해상호운용성시험을수행할수

있도록시험환경을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RF, 프로토콜·프로파일 적합

성및상호운용성시험환경을바탕으

로 2003년 5월블루투스관련국제표준화기구인블루투스 SIG로부터 BQTF 자격

을획득하였으며, ISO/IEC 17025 품질시스템을구축하고신뢰성있는블루투스시

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3월과 2007년 7월에는 이강해 선임연구원이

블루투스 인증심사관(BQB) 자격과 BQE-AST자격을 연이어 획득하였으며, 2008

년 5월에는이정구선임연구원이BQE 자격을추가로획득하는소중한성과를올릴

수있었다. 

TTA는이같은성과를바탕으로블루투스분야에서의시험인증역량을지속적

으로 확대시켜 나간 결과 2007년 2월 세계 최초로‘블루투스 버전

2.0+EDR(Enhanced Data Rate)’제품에대한인증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 2008

년 6월에는 Bluetooth SIG와 협력하여 국내 최초로 블루투스 영상전송프로파일

(VDP) 시험기를개발하여시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TTA의블루투스시험인증실적은2005년44건, 2006년235건, 2007년314건

등매년큰폭으로확대되고있으며, 2007년에는전세계에서출시된블루투스인

증제품853개의약15%를TTA에서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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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시험실

●● BQB 자격증수여

(이강해선임연구원) | 2006.03.24

● 스마트홈/네트워크쇼시험인증서비스

홍보 | 2006.05.30



ZigBee의특성은지능형홈네트워크

와유비쿼터스분야에서폭넓게활용

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2002년

3건에 불과하던 관련 특허 기술도

2007년에는462건으로증가하였다. 

TTA는 이 같은 시장의 동향에

따라 2006년 4월에 미국 NTS와

ZigBee 분야에대한제휴를맺고5월

부터 ZigBee 국제공인시험서비스를

시작하였다. ZigBee 분야는 특히 빠

르게변화하는관련기술의특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새로운 인증프로그램

이등장하고있다. 이에따라ZigBee

Alliance에서 새로운 인증 프로그램

을시작할때마다국내업체들이바로인증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 TTA는신속하

게시험기술을습득하고테스트베드를업그레이드하고있다. 또한국내 ZigBee 개

발업체의 장비 간 상호운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ZigBee

Alliance에서운영하고있는국제상호운용성행사인지그페스트(ZigFest)와상호운

용성시험행사를2007년5월에국내외5개업체가참가해일산(KINTEX)에서전시

회를개최하였다.

●무선랜(Wireless LAN)

국내무선랜시험인증프로그램은국

내 업체의 국제 Wi-Fi 인증획득 지

원과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2년말처음시작되었다. TTA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선랜 시험인증

프로그램 TTA Verified는국내시장

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무선랜 인증

마크인Wi-Fi와대등한자격으로인

정받으며기술과제품의발전을이끌어왔다.

2003년초부터는KT, 하나로, 데이콤등국내통신사업자들이무선랜제품구

홈네트워크기기인증제도에서정하는인증기준에따라인증시험방안을체계적으

로구축해지정시험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예정이다. 

●대기전력

대기전력시험서비스는전자제품의사용대기시에너지소모최소화를위한정부

에너지저감노력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다. TTA는정부가고시한대기전력저감프

로그램 운용 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대기전력

시험을실시하고있다. 현재까지는가정및사무용기기21개품목을대상으로하고

있으나, 품목확대및새로운기술기준마련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향후국제기후협력강화에따른각국의노력이가시화될것으로보이며, 고유

가시대에에너지의효율적사용을위해서대기전력기술기준은정부주도로꾸준

히강화될것이다. 또한현재권고수준의고시가강제법규화가진행중에있으므

로대기전력의시험수요는꾸준히늘어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대한기술기준개

발과인력및장비확대를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해나갈예정이다.

●지능형로봇

지난 2006년부터 TTA는정부과제로지능형로봇인증제도개발을시작하였으며,

이후2008년 5월까지네트워크기반로봇을대상으로한공인인증시험체계를확립

하여총10종이상의인증시험을실시함으로써관련산업발전에이바지하였다. 

인증체계 확립을 위해 우선 인증기준을 작성하였으며, RF 및 전기적 특성, 통

신, 서비스, 안전및신뢰성으로세부시험을분류하고그특성별시험기준을바탕

으로진행하였다. 또한, 각계전문가로구성된인증위원회를구성하고각특성별시

험성적서를근간으로인증유무를판단함으로써공신력을확보하였다. 

최근로봇개발은다양한산업과접목되어교육, 국방, 의료, 방재등그용도가

확대되고있으며, 이후핵심기술의발달과부품양산을통해1가구1로봇시대가빠

르게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2008년 로봇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로봇인증제도운영을법제화함에따라향후TTA는관련기관과의긴밀한협

조를통해제3자공인인증시험기관으로서의역할을다할계획이다.

●ZigBee 

ZigBee는 블루투스에 비해 전력소모가 적고 커버리지가 넓으며 많은 단말기를 수

용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최근 들어 각광받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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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gFest Seoul 2006 | 2006.01.24
●● 미국 NTS와업무협력양해각서체결

| 2007.12.05

●●● 국내무선인터넷플랫폼

위피(WIPI) 상호운용성시험 | 2002.09.17



900MHz대수동형RFID 표준적합성, 상호운용성및성능을포함하는시험인증규

격을개발하였으며, RFID 도로주행성능시험등총20여건의RFID 시험인증서비

스를 제공했다. 이어 2007년부터는 900MHz대 수동형 RFID 장비인 리더, 태그,

태그프린터및응용시스템등에대해국내유일의품질인증인TTA Verified 인증을

본격적으로제공하여 29건의인증을포함한약 80여건의시험인증을수행하였다.

또한같은해12월에는모바일RFID 리더에대한인증을제공함으로써관련분야의

서비스활성화를지원하였다. 

이밖에국내RFID 개발업체장비들간의상호운용성을확인할수있는기회를

제공하기위하여 2006년부터연 1회 ION 상호운용성시험행사를제공하고있다.

2007년 11월에 u-IT클러스터에서개최한세번째 RFID ION 행사에는총 7개업

체가참가하였으며, 900MHz대수동형RFID 리더및태그에대한표준적합성, 상

호운용성, 성능등을검증하였다.

TTA는앞으로도유통(물류), 교통, u-City, 홈네트워크, 환경, 국방, 생산등다

양한응용분야로시험인증분야를확대하여국내RFID 시장의발전을지원해나갈

것이다. 

●텔레매틱스

텔레매틱스와 관련하여 TTA는 5.8GHz DSRC 분야에 대한 표준적합성 인증인

TTA Certified 시험인증 서비스와 함께 상호운용성 시험인 TTA 테스트베드 서비

스를제공하고있다. 이에따라2007년 8개업체의 14개 5.8GHz DSRC 제품에대

하여 인증을 발급하였다. 이중 대부분은 차량단말기인 OBE(On Board

Equipment)로,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시스템 전국영업소 개통에 따른 단말기

시장확장과수요증가로해석된다.

한국도로공사는2007년 12월전국영업소에하이패스시스템의구축을완료하

여 하이패스 단말기의 보급·장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제조사로부터다양한제품이출시되고있는상태이다.

TTA는하이패스와같은전자지불분야뿐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 ITS 사업중

하나인버스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 5.8GHz DSRC 시스템에도인증을부여하였

다. 이는한국도로공사를비롯해지자체가 ITS 사업을위한 5.8GHz DSRC 제품의

입찰시TTA Certified 인증을요구한것에기인하고있으며, 5.8GHz DSRC를사

용하는다른지자체및사업자들은 TTA 시험인증서비스를통해시스템간상호운

용성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매 시 BMT 참가조건으로 TTA의무

선랜 상호운용성 시험인증을 수용하

였고, 국내 무선랜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는 국내 무선

랜장비제조업체의원활한 BMT 참

여기회를확대함으로써, 기술력향상

과 시장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작용하였기때문이다.

TTA의시험인증범위는 IEEE 802.11b의상호운용성시험을시작으로2004년

부터는보안기능을포함한IEEE 802.11a와 IEEE 802.11g로상호운용성시험의범

위를확장하였으며, 2005년부터무선랜의RF시험과AP의성능시험도함께제공하

고있다. 또한2003년부터매년무선랜관련ION 행사를개최하여국내제조업체들

의무선랜제품간상호운용성을확인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2007년부터는무선랜을통한음성서비스를가능케하는무선인터넷전화에대

한시장이점차확대되고있어이에대한인증서비스에도역점을두고있다.

●RFID 

일명 전자태그로 불리는 RFID는 소

형반도체칩을 사용하여 사물정보를

처리하는 인식시스템을 말한다.

RFID는근거리에서한번에한제품

만인식하는바코드와달리원거리에

서 다수 제품을 인식하는 장점을 갖

고 있어 물류혁명을 불러올 기술로

주목받고있으며, 국내에서는그동안

900MHz대 RFID 시장이 정부주도

의시범사업위주로추진되어왔다. 

TTA는그동안다양한RFID 장

비에 대한 TTA Verified 인증을 제

공하기 위해 RFID 장비 인증기준의

제·개정등시험인증규격의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0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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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ION 2004 무선랜상호운용성

시험 | 2004.12.07~09

●● RFID/USN 표준기술및서비스

워크숍 | 2007.09.05
●●● RFID USN/KOREA 2007

| 2007.11.02



발전협의회’와ADSL 모뎀에대한시험인증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하기위해국

내ADSL 모뎀제조업체, 통신망사업자등21개회원사로구성된‘xDSL 시험컨소

시엄’을구성·운영하였다. 

그 결과 TTA는 xDSL 테스트베드와 Reference 장비를 이용한 상호운용성 시

험환경을구축하여시험지원을실시하고, ADSL 시험모델절차서와모뎀인증시험

규격서를작성하였으며, 이를준용하여 ADSL 모뎀시험분야에약 10여건의서비

스를제공하였다. 이어 xDSL 분야의시험범위확대를위하여VDSL 시험절차서

를작성하였으며, 시험요구사항분석서5건을완료하였다. 또한ADSL 모뎀상호운

용성시험을수행하여그결과를 ION 전시회에출품하는등적극적인대내외활동

을펼쳤다.

●LAN/MAN 

LAN/MAN은 TTA에서가장많은경험을축적하고있는시험분야로 TTA 시험인

증의산실이라할수있을것이다. 시험지원분야로는 L2~L7 Switch, Router, 정

보보호장비(Firewall, IDS, IPS, DDoS)를비롯하여현재구비된시험환경에서가

능한모든유선분야의네트워크장비를대상으로하고있다.

국내에제3자시험인증에대한이렇다할만한기반이없던시기인 1999년부터

시작한본시험서비스는그동안많은발전을거쳐국내제조업체를비롯하여해외

제조업체의제품에대한시험서비스까지제공할수있게되었다. 최근에는각종공

공기관이나민간기업이필요로하는BMT를진행하면서자체적으로는한층고도의

시험기술의축적이이루어졌고, 시험서비스를요청한고객에게는제3자의객관적

인시험서비스로공정한환경에서업체간의경쟁을유발시켜보다좋은품질의네

트워크장비들이공급되는효과를거두었다.

LAN/MAN 분야에서거둔시험인증실적은 2005년 91건, 2006년 89건, 2007

년 89건으로건수변화는거의없지만각시험별로내용면에서획기적인진보를이

루었다. 특히 2005년부터매년진행해오고있는국방관련 BMT는국내제조업체

들이거의전무한상황에서접하기어려웠던고성능외산네트워크장비들에대한시

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로써 대형 ISP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진행될 수 없었던

BMT에대한TTA의기술력, 공정성과필요성을확인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고성능네트워크장비에대한시험진행경험들이축적되면서다양한계

층에서의시험수요가확대되고있으며, TTA 시험인증연구소에대한신뢰성도한층

높이는결과를가져왔다고할수있다.

●시각장애인용음성유도기

시각장애인용음성유도기란앞을보지못하는사람들을위해음성으로위치와주

변정보등을알려주는길안내장치를말한다. 음성유도기는음성유도리모컨으로부

터송신된신호에따라메모리에저장된정보를스피커로방송하게된다. 주로철도

/지하철 역사나 관공서와 같은 공공시설물에 설치하여, 설치지점을 기준으로 주변

정보와중요구조물및시설정보그리고방향등의정보를안내하게된다.

TTA는표준에적합한제품이시장에출시될수있도록 2004년 12월부터시

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시험인증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TTA 인증은 공공기관

설치입찰시사전조건으로요구되고있으며, 서비스를시작한이래6개의음성유도

기와2개의음성유도리모컨이인증을획득하였다. 

시각장애인용음성유도기는인증을통해제품들이표준에서정의한기능들을

보유하고있는지, 그기능에따라적합하게동작하는지를확인하게된다. 그리고제

품의설치시에는현장마다상이한구조와특성에따라동작영역을적절히설계하

고, 초기의 설정과 동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중요하다.

● xDSL 

네트워크장비 시험인증 업무를 시작

하던 2001년 말과 2002년 초 국내

네트워크 분야의 최대 화두는 xDSL

이었다. xDSL은 일반 구리전화선을

통하여가정이나소규모기업에고속

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ADSL, HDSL, RADSL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다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이다. 출시 당시 국내 통신망사

업자들은보다빠른속도를장점으로부각시키며치열한고객확보경쟁을벌이고

있었다. 

TTA는이러한시장상황에서대외적으로는업계의요구를파악하고관련정보

를교류할수있는장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는한편, 내부적으로는서비스를제공

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연구에착수하였다. 이에따라국내xDSL 산업

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부, 산업체, 학계및유관기관등으로구성된‘xDSL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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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 먼저장비시험분야에서는주로MMoIP 관련단말기

와서버등에대하여프로토콜적합성및성능시험등으로사업자BMT를포함하여

매년수십종이넘는장비에대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리고망품질

시험 분야에서는 070 인터넷전화사업자 품질인증, SLA 품질측정시스템 신뢰성인

증및전자정부통신망품질인증등의서비스를진행하였으며, 이를통하여관련서

비스품질검증및품질안정성확보방안등이마련되어인터넷전화서비스활성화에

기여하고있다.

TTA에서는시험인증서비스제공초기부터MMoIP 관련시험수요를예측하고

시험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

장의요구에부합하여Wireless VoIP 분야, IPTV 품질분야등에대해서도시험서

비스를진행하고있다.

3. 국내외 시험인증 협력 활동

TTA 네트워크시험팀은세계최고수준의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다양한

분야에걸쳐국제시험인증자격획득및선진국과의기술제휴를추진하여왔다. 

네트워크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시험인증 자격으로는 2003년 5월 Bluetooth

SIG로부터 블루투스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2005년 3월 IPv6

Comittee(현 Global IPv6 Forum)로부터 IPv6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획

득, 그리고2006년3월국내최초블루투스국제인증심사관자격(BQE)획득, 2007

년 7월블루투스감사교육관(BQE-AST) 자격획득, 2008년 5월이정구선임연구원

의블루투스국제인증심사관자격추가획득등이있다. 

국제 활동을 통한 기술제휴로는 2002년 6월 미국의 TTA-Tolly 국제인증,

2002년7월미국의Agilent사와네트워크시험장비및기술공급, 2002년 12월미국

의 Spirent사와 네트워크시험장비 및 기술공급, 2003년 3월 스페인의 Cetecom

Spain(현 AT4 Wireless)과 전자파방사위탁시험, 2006년 4월과 2007년 12월미

국의 NTS사와 ZigBee 시험인증 제휴 및 시험인증 분야 확대 등 각각의 협력체계

구축이있다. 

● IPv6 

TTA는 IPv6 분야에 대한 표준적합

성 인증인 TTA Certified 및 TTA

Verified 시험인증서비스와함께상

호운용성 시험 행사인 ION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대

외적으로는 Global IPv6 Forum이

주관하는 IPv6 Ready Logo 프로그

램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험규격개발및국내업체

에 대한 IPv6 Ready Logo 발급 등

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장비 도입 시

수행하는BMT에서도IPv6는필수기

능으로 총 10여 차례의 시험을 수행

한 바 있으며, 이는 Infrastructure

의역할을수행하는 IPv6 기술특성상정부주도형태의기술보급이이루어지고있

음을단적으로보여줌을알수있다. 즉, 민간시장주도의IPv6 시험인증은인프라로

서의기능이충족된이후, 개별장비나서비스단위에서의시험인증시장이구축될

것으로전망하고있다. 

●MMoIP 

MMoIP(Multimedia over IP) 분야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분야이며,

초기에는VoIP(Voice over IP)를중심

으로기술개발및서비스가제공되었

고, 현재에이르러영상분야로그범

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영상전화,

IMS(IP Multimedia Subsystem) 등

의 통신서비스뿐만 아니라, IPTV 등

의방송서비스분야에도관련기술력을접목하여생활의편의성을극대화시키고있다.

TTA에서제공하는시험인증서비스는장비시험분야와망품질시험분야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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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주요성과

2002년에는Ethernet, ATM, Router 등인터넷망장비에

대해시험대상제품의성숙도에따라개발지원시험·성능

평가시험·구매자검증시험등 236건의시험과 6건의인

증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블루투스공인시험기관의자격

기준인 ISO/IEC 17025에따른품질시스템을구축한결과

국내의 시험기관 인정기구인 KOLAS로부터 시험기관 자

격을획득할수있었다. 또한 ITS 분야에대한시험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도 하반기 시험 서비스를 목표로 시험규

격 표준화와 시험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밖에 초고속망

국가망의 진화방향 및 표준화추세 연구를 통해 MPLS 분

야의 시험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KT(3월), 하나로통신(5월), 데이콤(9월),

Spirent(12월) 등과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2003년에는Ethernet, ATM, Router 등장비시험서비스277건과인증서비

스 46건을 수행하였으며, BQTF 자격을 획득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ITS 분야에대한시험계획을수립하고, 시험규격표준화및시험서비스를제

공하였으며, 초고속국가망의진화방향및표준화추세를파악하여MPLS 분야의

시험표준을작성하였다. 

2004년에는Eternet, VoIP 등유선네트워크장비시험107건과인증23건, 무

선랜 등 무선네트워크 장비시험 22건과 인증 9건의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였으

며, xDSL, Home Networking, Server 분야의테스트베드제공및네트워크장비

임대서비스 120건을제공하였다. 또한 PACS 및 1W 대기전력등신규분야의시험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과 시험환경 구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WPAN, RFID, 텔레

매틱스등신규분야에대한시험요구사항분석작업을추진하였다. 이밖에국내통

신 사업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 기준을 작성하였으며, VoIP, Metro

Ethernet Switch 및고속무선랜장비에대한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였다. 한편

전문적인상호운용성시험환경을구축하여시험서비스를제공하였다.

2005년에는 네트워크장비 시험 서비스 262건과 인증서비스 48건을 수행하였

다. 이와함께시장에서새롭게주목받는기술에대한시험인증분야확대를추진한

결과 IPv6 Ready 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과 1W 대기전력산업자원부공인시험기

관자격을획득하였다. 또한WPAN, RFID, MMoIP 등신규분야에대한시험요구

사항에대한분석작업을수행하고, ITS, Metro Ethernet Switch 및고속무선랜

4. 주요 성과

TTA는그동안기존의블루투스, LAN/MAN, MMolP, IPv6, ZigBee, DSRC 분야

의서비스를통해네트워크분야의시험인증서비스를정착시키는데앞장서왔으

며, 최근에는이슈가되고있는UWB, 지능형로봇, RFID 등분야에대한시험인증

서비스를주로제공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UWB 분야의시험인증서비스를국제

적으로확대하기위하여WiMedia Alliance 국제공인시험환경을구축하는등일련

의시험준비를추진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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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6. 24 : Tolly Group-TTA 국제인증제휴

2002. 07. 16 : Agilent와 네트워크시험장비및기술공급제휴

2002. 12. 13 : Spirent와 네트워크시험장비및기술공급제휴

2003. 03. 06 : AT4Wireless와 전자파방사위탁시험제휴

2006. 04. 06 : NTS와 ZigBee 시험인증제휴

2007. 12. 05 : NTS와 시험인증업무분야확대제휴

국제제휴기관

2002. 03. 28 : KT와 BMT(벤치마킹) 시험대행제휴

2002. 05. 21 : 하나로통신과 BMT(벤치마킹) 시험대행제휴

2002. 09. 04 : 데이콤과 BMT(벤치마킹) 시험대행제휴

2004. 10. 20 : SK테크와블루투스시험인증협력제휴

2007. 04. 02 :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RFID/USN 시험인증업무협력제휴

2008. 07. 28 : LG 전자와블루투스 RF 시험대행제휴

국내제휴기관

2002. 07. 11 : KOLAS로부터블루투스분야에대한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획득

2003. 05. 07 : Bluetooth SIG로부터블루투스분야에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획득

2005. 03. 04 : Global IPv6 Forum으로부터 IPv6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획득

2005. 11. 29 : KOLAS로부터대기전력분야에대한공인시험기관자격획득

2006. 03. 24 : Bluetooth SIG로부터블루투스인증심사관

(이강해선임연구원) 자격획득

2007. 07. 02 : Bluetooth SIG로부터블루투스감사교육관

(이강해선임연구원) 자격획득

2007. 07. 11 : KOLAS로부터블루투스 2.0+EDR 분야에대한

공인시험기관자격획득

2008. 05. 16 : Bluetooth SIG로부터블루투스인증심사관

(이정구선임연구원) 자격 추가확보

국제공인시험기관
및인증심사관
자격획득

● TTA-KT 간 통신장비시험업무협력,

양해각서협약식 | 2002.03.28
●● TTA-하나로통신간시험업무협력에

관한양해각서협약식 | 2002.05.21



인증기준을작성하는등시험환경을구축하였다. 한편테스트베드·임대서비스및

상호운용성시험서비스도제공하였다. 네트워크장비임대서비스는총64건을제공

하였으며, IPv6, DMB, 지그비, RFID 등 5개분야에대해상호운용성시험을실시

하였다. ION 2005 행사에는 30여개업체가참여하여장비간의상호운용성을확

인할수있었다. 

2006년에는네트워크장비시험서비스 355건과인증서비스 101건을수행하였

다. 이와 함께 미국 NTS사와의 제휴를 통한 지그비 분야 국제공인 시험 서비스를

개시하고, 국가 홈네트워크 인증제도를 구축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블루투스 국제

인증심사관자격을획득하는등지속적으로공인시험인증서비스제공분야를확대

해나갔다. 또한WUSB, UWB 등신규분야에대한시험요구사항을분석하고, 홈

네트워크, 블루투스2.0, 지그비분야에대한시험환경을구축하였다. 테스트베드·

임대서비스및상호운용성시험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 네트워크시험전문가교

육을통해100여명의전문가를양성함으로써시장의발전을도모하였다. 

2007년에는네트워크장비시험서비스445건과인증서비스203건을제공하였

으며, WiMedia 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획득을추진하고, 홈네트워크기기인증제도

를개발하는등공인시험인증서비스확대를도모하였으며, 블루투스 BQE AST 자

격을 획득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갔다. 이와

함께WiMedia WLP C&I 시험스펙등시험규격작성, 모뎀및홈게이트웨이등대

기전력기술기준작성, 블루투스2.0+EDR 시험환경구축등신규분야시험규격개

발및시험환경구축작업을수행하였다. 특히근거리무선통신분야시험인증제공

과관련하여블루투스분야에서국내최초로블루투스버전 2.0+EDR 시험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고, 120건이 넘는 인증 실적으로 아시아지역 최우수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밖에지그비, VoIP 등에대한국내및국제상호운용성시험서비스

를제공하였다. 

2008년에는 기존 시험인증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UWB 분야의

WiMedia Alliance 인증시험과NFC, Wi-Fi 공인시험등을추가로제공하기위한

작업에박차를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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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분야주요성과>

[2008년 6월말현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블루투스
시험 0 7 16 44 174 192 52 485

인증 0 0 0 0 61 122 33 216

홈네트워크
시험 0 2 120 47 21 34 11 235

인증 0 1 0 0 1 0 1 3

지능형로봇
시험 0 0 0 0 11 7 2 20

인증 0 0 0 0 0 3 2 5

LAN/WAN
시험 166 164 80 76 69 74 15 644

인증 4 5 14 15 20 15 4 77

MMoIP
시험 63 53 27 51 32 42 40 308

인증 2 3 9 19 5 7 12 57

WLAN/WPAN
시험 6 50 18 16 17 19 9 135

인증 0 36 8 8 6 8 4 70

ITS
시험 1 1 4 11 11 25 17 70

인증 0 1 1 6 7 19 8 42

RFID/USN
시험 0 0 0 17 20 52 23 112

인증 0 0 0 0 1 29 9 39

계 242 323 297 310 456 648 242 2,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