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절차및시험평가모델개발, 시험관련표준및시험결

과분석에필요한DB 시스템등을개발하였다. 또한시험

대상을확대하기위한선행시험을통해시험활동의정형화

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품질평가 방법을 마련하였으

며, 제품보완방향제시를위한벤치마킹선행시험등을수

행하였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품

질매뉴얼과 25종의 절차서, 14종의 품질지침서, 45종의

양식등각종업무수행을위한업무매뉴얼을개발하였다.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인증 기준 및 품질개선

방안등에대한세미나와교육을실시하였으며, 국내중소

소프트웨어업체를대상으로사용자문서작성방법·결함수정등에대한소프트웨

어품질컨설팅및기술지도를실시하였다.

시험인증서비스를수행하는데필요한시설및하드웨어구축작업에도박차를

가해시험실·선행시험실·시료실·고객상담실등을구축하고, 각종 OS 환경지원

이 가능하도록 데스크톱 PC·DB 서버 및 통신장비와 각종 시험도구 등을 갖추었

다. 고품질의소프트웨어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내부인력의업무능력강

화를위해 ISO/IEC 9126, 12119, 14598 등 소프트웨어품질관련국제표준과시험

기술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시험인증서비스체계정립을위한노력

SW시험인증팀(전 SW시험인증센터)의 설립목적은국제적수준의시험인증서비

스를제공함으로써국내중소소프트웨어개발업체의자발적인품질개선노력을유

도하여, 국산 소프트웨어제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었다.

이에미국VeriTest와기술협력을통해VeriTest 국제시험인증서비스를2002

년부터제공하고있으며, 다수국내외기관과의제휴를통해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입지와내실을다졌다. 또한, 세계적수준의시험인증능력을확보하기위해지속적

으로선진시험기술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등안팎으로소프트웨어시험인증활

성화방안을모색하였다.

한편, 국산소프트웨어품질향상과국내소프트웨어시장활성화를위해국내

에서자체개발한GS(Good Software)인증제도를운영하였으며, 이를위해국제표

준에 근거한 품질체계를 구축하였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품질 요구사항 및 시험

3절 SW 시험인증

1 . 시험인증 기반조성

기반조성을위한준비

2000년대 초,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대부분은 중소·벤처기업으로 그 규모

가영세하고낮은지명도와마케팅능력부재등으로인해우수한제품을개발하고

도시장개척에어려움을겪고있었다. 또한, 소비자의인식이사회및경제발전과

더불어제품의가격보다는품질및안정성을중시하게되면서, 고객을만족시킬수

있는고품질의신뢰도높은제품을제공할수있느냐가기업성공의성패를좌우하

는요인으로부상하였다.

이에따라산업체를중심으로소프트웨어제품의품질향상을위한시험인증제

도의필요성이일찍부터제기되어왔다. 그러나설비투자및평가기술개발등막대

한초기투자비용과수익성불투명등의이유로인해민간기업에서는시험인증서

비스사업이전혀실행되지못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한국가적차원의제3자시

험인증제도도입요구가꾸준히제기되어왔다.

정보통신부(현방송통신위원회)는이러한산업계및소비자의요구와국내 SW

품질향상을통한 SW산업활성화를위해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3조및동법시

행령제9조, 제10조 등 관련 법령및이에따른시행규칙 제4조(품질인증의 신청),

제5조(인증서 발급 등), 제6조(인증 마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9년 9월

ETRI에제3자시험인증기관으로소프트웨어시험센터를설립하였다. 

2001년도에 TTA는 ETRI로부터 SW 관련조직을 이관 받고, 소프트웨어품질

인증기관지정(정보통신부고시제2003-2호), SW기술성평가기준제1조평가방법

(2004.1.28) 등의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현재의 SW시험인증팀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TTA는 SW시험인증센터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에 필

요한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업무에 착수하였다.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기반기술 및

품질인증을위한메타모델개발에대한연구를실시하였고, 제품설명서및사용자

매뉴얼등의문서작성을위한5종의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으며, 소프트웨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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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시험실



테스트베드구축

SW시험인증팀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 제공을 목표

로각종신규시험에필요한장비를도입하는등시험환경을구축하였다. 성능시험

과기능시험을위한테스트베드구축및소프트웨어분석을위한소프트웨어시험

도구를갖추기위해국제적으로인정받는첨단기술을도입하고, 테스팅기술의선

진화및수입대체를위해자동화도구의개발을추진하였다. 또한중소업체들이개

발과정중에자체적으로테스트를수행할수있도록2003년 7월부터Open Lab을

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Open Lab이구축됨에따라중소업체는성능및부하시험, 시스템모니터링및

트래픽분석시험·설치및운영시험,  웹 품질시험, 기능시험등의다양한시험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필요할

경우시험전문가가각종기자재의사용방법과필요한시험기술등을지원하고, 네

트워크를이용한원격지시험서비스도지원하였다. Open Lab 구축은중소업체가

소프트웨어테스트를하는데있어경제적, 공간적, 시간적부담을덜고편리하게테

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고,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 테스트를 포함

함으로써국산소프트웨어의품질향상, 신뢰성제고및국제경쟁력확보에기여하

였다.

2.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분야의시험인증서비스체계확립

소프트웨어시험인증초기에는패키지소프트웨어중일반사무용소프트웨어와통

신용소프트웨어에한정되어시험인증을수행하였으나다양한분야에대한소프트

웨어품질평가기술개발및선행시험을통해점차영역을확대하여패키지SW 전분

야, 모바일SW, GIS SW, Embedded SW, E-biz SW, 게임SW, 컴포넌트SW, 보

안용SW, 주문형(SI) SW 등소프트웨어전분야로서비스영역을확대하였다. 또한

디지털 컨버전스 및 유비쿼터스화에 따라 신규 출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평가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험인증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

다. 이에따라 2002년에는건설교통부로부터 GIS SW 품질인증기관으로, 2004년

에는 경찰청으로부터 학사관리시스템 인증기관으로, 2005년에는 중소기업청으로

부터성능인증시험연구원으로지정받아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에관한규격을정의한 ISO/IEC 12119와소프트웨어품질특성및메트릭을정의한

ISO/IEC 9126, 제품품질평가를정의한 ISO/IEC 14598 등의국제표준에근거하

여GS인증을위한시험기준을수립하였다. 또한 ISO/IEC Guide 65(제품인증기관

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및 ISO/IEC 17025(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등의국제표준에근거하여시험인증체계를구축하였다. 

GS인증제도는 소프트웨어 유형에 따라 200~10,000

개의테스트케이스를개발·적용하고있으며, 품질주특성

외에도연동, 상호운용성, 표준적합성, 성능등의품질시험

과정을거치고있다. 또한국산소프트웨어의품질수준을

고려하여 결함이 발견될 경우 결함 리포트를 제공하고 결

함수정및제품보완기회를주어문제점을해결할수있도

록지원한후재시험과정을거쳐인증을획득할수있도록

하였다.

GS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GS인증 획득제품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였다. 대표적으로 조달청 우수

제품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전자정부 기술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부여, SW 기술성평가면제및공공 SW 사업자선

정평가항목에중소기업GS인증제품적용여부포함, 조달

청제3자단가계약체결및조달등록중소기업청성능인증

시 GS인증제품성능검사면제, 정부중앙부처, 지자체및

공공기관등을대상으로GS인증제품우선구매지원, 병역

특례업체 선정심사 시 가산점 부여, 기획예산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GS인증제품 분리발주 권고명시, 정부업무평

가시GS인증제품도입기관가산점부여, 우리은행특별우대신용대출대상으로GS

인증제품선정, 교육과학기술부교육용SW 납품심사시심사면제, 국토해양부GIS

소프트웨어 지방자체단체 납품 시 GS인증 의무화, 경찰청 학사관리시스템 소프트

웨어GS인증의무화,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제품품질인증신청시품질인증비용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유망 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 시 가산

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소프트엑스포(SOFTEXPO),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심포

지엄(SQMS) 등에GS인증관을운영하여인증제품홍보의장을제공하였다. 이밖에

도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일간지와 월간지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인증제품의

시장인지도를높일수있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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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tExpo 2005에 설치된 TTA 

소프트웨어품질인증관 | 2005.12.01

● SW연구실



주요시험인증분야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수요기업들이 외산 도입에 의존하

고있고, 대부분의국내임베디드SW 개발업체는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낮은

품질과영세성으로인해시장진출에어려움을겪어왔다. 

이에 SW시험인증팀에서는시험전문인력을지원하여품질향상방안을제공하

고,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였다. 의료, 이동단말, 홈네트워

크, RFID, 공정제어등다양한분야의임베디드소프트웨어에대한컨설팅및시험인

증서비스를제공하여, 2008년6월말현재92개제품에대해GS인증을부여하였다.

또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제품 개

발중수시로시험할수있도록하여개발기간을단축하고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

하는등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활성화를지원하고있다. 

●보안용소프트웨어

보안용소프트웨어는정보가치의중요성증대에따라시스템, 네트워크, 응용프로

그램등의특정타깃을목표로한제품보다는다양한OS 환경및바이러스검색, 해

킹툴검색등의복합적인기능과보안위협에대응하기위한인공지능기술이포함

된통합적인보안관리점검제품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이에따라, SW시험인증팀

에서는 보안용 소프트웨어 분야별 품질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취약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자동화도구 개발 등을 통해 보안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서버보안, 데이터보안, DB 보안등다양한분야보안용소프트웨어에대한컨

설팅 및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2008년 6월말 현재, 137개 보안제품에 대해

GS인증을부여하였다. 또한, 11건의벤치마크테스트를실시하여객관적인비교정

보를제공함으로써품질향상을유도하였다.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IT 운영비용 절감 및 효율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시장이성장세에있으나, 외산업체들이다양한신규제품을제공하며시

장을주도하고있다. 

SW시험인증팀에서는 국내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제품품질 개

2002년부터는 동종 소프트웨어의 비교·분석을 위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

하여개발자에게는자사제품의강점파악및취약점보완기회를제공하고, 구매자

에게는 우수제품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사업에 대

한검수테스트를수행하여사업결과물의품질완성도를제고하고있다.  

GS시험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소프트웨어업체들의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인

식이제고됨에따라활성화된GS시험인증수요를해소하기위해서버, 시험자동화

도구, DBMS, 임베디드장비, 통신계측장비등테스트베드를지속적으로확대구축

하여700여종의테스트베드를시험인증에활용하고있다. 

SW 시험시설확장

TTA는 2008년부터 수도권 북부 및 서울 남서부 지역 등

에 위치한 SW 개발업체들에게 적시에 SW시험인증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벤더별

중대형서버, 네트워크장비및다양한시험자동화도구등

의시험인프라를갖춘SW품질지원센터를개소하였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위한 시

험인프라가매우취약한국내중소개발업체에독립공간과

첨단테스트베드를지원하기위한Open Lab도최대 13개

제품을동시에활용할수있도록확대구축하였고, 점차증

가하고있는소프트웨어성능시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DBMS 성능테스트자동화도구등다양한성능테스트자동화도구를개발하여활용

함으로써시험의정확성및효율성향상을꾀하고있다.

선진소프트웨어시험인증서비스기술을확보하기위해미국, 독일, 일본등소

프트웨어테스팅선진국의교육기관에연구원들을파견하여교육을이수토록하였

으며, ISO/IEC 국제표준화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시험인증

및표준화동향을파악하는등세계최고수준의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

체계를구축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08년 현재 SW시험인증팀에서는 GS 인증, VeriTest-

TTA 국제인증, 벤치마크테스트, 품질컨설팅등다양한소프트웨어시험인증서비

스를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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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SW시험인증팀에서는데이터베이스관련소프트웨어에대한품질평가모델

을개발하고, 기술변화에따른개선노력을병행하고있다. 또한, 데이터및쿼리생

성, 쿼리처리성능측정, 시스템자원모니터링, 성능시험결과관리등의기능을제공

하는DBMS 성능시험자동화도구를개발하여시험인증서비스에활용하고있다. 

DB 관리, DB 리포팅, DBMS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관련 소프트웨어

에대한컨설팅및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여2008년6월말현재25개제품에대

한GS인증을부여하였다.

3. 국내외 시험인증 협력활동

SW시험인증팀은국내외주요기관과기술협력협정및제휴를통해시험인증분야

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으며, 소프트웨어업체들의국내외시장확대를위해

홍보및마케팅활동을강화해나가고있다. 그동안국내외기관과체결한기술협력

협정및제휴실적은다음과같다.

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 스토리지 관

리시스템(SMS) 등세분화된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품질평가모델을개발하고시험

인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8년6월말현재61개제품에대한GS인증을부여

하였으며, 통합전산센터, 한전KDN 등의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벤치마크 테스트

를수행하여공신력을인정받았다.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소프트웨어

상·하수도관리시스템, 도로관리시스템등의각종지리정보시스템은생활의편의

성을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만든첨단정보시스템으로, 환경에대한보존과

활용에관한관심이집중됨에따라GIS 기반소프트웨어개발이활발해지고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SW시험인증팀은‘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

용등에관한법률’제10조규정에의거,「지방자치단체의상·하수도의시설물관리를

위한 범용프로그램의 기본설계서 및 품질인증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37

호, 2002.7.23), 「지방자치단체의도로및상·하수도의시설물관리를위한범용프

로그램의 기본설계서 및 품질인증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86호,

2003.11.24)을 고시하고, 범용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과 도

로관리시스템에대한표준규격을작성하고, GIS 품질평가모델을개발하였으며, 관

련GIS 소프트웨어에대해서는GS인증획득을의무화하였다. 이에따라GIS 엔진

의국산화가이루어지는등국내GIS 소프트웨어시장이활성화되고수출도이루어

지고있다. 또한지리정보시스템을이용한도로명안내주소시스템등의소프트웨어

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졌다. 그결과 2008년 6월말현재 57개제품에대해GS인

증을부여하였으며, 3차원지리정보시스템등으로시험인증영역을확대해나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관련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관련분야는정보화사회의핵심인정보를관리하는분야로최근데이

터관리의중요성이부각되며고부가가치산업으로인식되고있지만, 수요기업들이

외산제품에의존함에따라국내개발업체들은시장진출에어려움을겪어왔다. 그

러나 큐브리드, 알티베이스, 티맥스소프트 등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의 DBMS 개

발이점차증가되고, 외산 DBMS업체의유지보수단가급상승에따라국내DBMS

에대한관심이증폭되고있는추세다. 또한DB 관리, DB 리포팅등다양한분야의

데이터베이스관련소프트웨어가활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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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8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교육용소프트웨어시험대행

2003.10.28 :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국방프로젝트시험대행

2004.08.24 : 삼성SDS와 협력사제품시험대행

2004.11.11 : 한국IT렌탈산업협회와 ASP 소프트웨어시험대행

2005.05.31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과 대구지역소프트웨어시험대행

2006.08.22 : 한국정보기술전문가협회(IPAK)와 대한민국소프트웨어공모대전

출품작사전시험대행

2007.06.12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TCT)과 광주지역소프트웨어시험

대행

2007.12.21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

적합성시험대행

국내제휴기관

2001.12.01 : 미국 VeriTest와 기술협력협정(VeriTest국제인증제공)

2002.10.10 : 독일 TUViT와 시험인증기술교류협력MoU 체결
국제제휴기관

¨



그결과, 구매자들의GS인증제도에대한신뢰가제고되어GS인증제품에대한

조달청우수제품평가시가산점부여, SW 기술성평가면제, 조달청제3자단가계

약체결및조달등록, 중소기업청성능인증시 GS인증제품성능검사면제, 정부중

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 우리은행

특별우대 신용대출 대상으로 GS인증제품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용 SW 납품

심사 시 심사 면제, 또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 시 가

산점을부여하도록하는등의다양한제도적혜택이도입될수있었다.

이외에도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

국방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지역SW진흥원, 법원등많은정부부처, 지자

체및공공기관에서는GS인증제도를적극활용하여SW 구매시GS인증획득을의

무화하기도하였다.   

이에따라GS인증제품의공공기관납품액이연 250% 이상성장하면서 2007

년도에1,523억원에달하는등국내SW산업활성화에도크게기여하였다. GS인증

제도가 국내 SW품질개선과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GS인증제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었다.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2006년도에노준형전정보통신부장관이SW시험인증팀을내방하여관련시

설, 장비및시험수행절차를직접확인하였다. 국내에SW산업이도입된이후SW

관련제도로써는최초로청와대주요정책자료로보고되기도하였다.

또한 GS인증업체들의 해외진출

도 점차 증가하여 한국공간정보통신

은 일본 소프트웨어공학사와 약 100

억 엔 규모의 독점 공급계약을 하였

고, 씨엔소프트는일본 i2사에약 50

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많은성과를거두고있다. 그결과

GS시험인증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

하여2002년부터2008년6월말까지총2,029개제품시험을통해799개의인증제

품을배출하였다. 

GS인증시행초창기에10%대에머물던인증획득률도평균40%대에이르는등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소프트웨어업체의 품질 관리 인식을

크게제고시켰다. 이에따라테스트베드를갖추지못한일부업체들은GS시험인증

과정을자사테스트과정으로활용하고있다. 그러나아직도GS인증획득률이 40%

4. 주요 성과

GS인증제도의시행

정부로부터시험인증업무를지정받은SW시험인증센터는2000년에 2개월간의시

범서비스를실시하고, 2001년 1월부터패키지소프트웨어에대한GS시험인증서비

스를시작으로 2003년 1월소프트웨어전분야로GS시험인증범위를확대실시하

였다.

GS인증은 서류심사와 시연만으로 인증을 부여했던 타 인증제도와 달리, 실제

운영환경에서엄격한시험을수행하여인증을부여함에따라 GS인증제도도입초

기 1년여동안GS인증제품이 6개제품밖에배출되지않아제도에대한우려섞인

일부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품질관리에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내 소프트웨어개

발업체의현실을고려하여단지 1회의시험만을제공하는해외시험인증제도와달

리평균 4.5회, 최대 15회의반복시험기회와컨설팅을제공함에따라단기간에소

프트웨어품질을급격하게향상시킬수있었다. 

2007년에는 품질개선 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품질측정

모델을개발하였으며, 이를통해분석한결과초기품질수준이약65% 밖에미치지

못하는 SW제품이 GS인증시험과같은품질시험과정을거칠경우 33% 이상품질

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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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품질개선도>

● SW시험인증센터를방문한

노준형장관에게 GS인증업무보고

| 2006.03.13



을추가개설하여운영중이다. 2003년부터 2008년상반기까지총 21회의교육과

정운영을통해1,067여명의산·학·연관계자가교육과정을이수하였다.

2006년부터소프트웨어테스트전문가자격증문제은행을개발하여 2008년 3

월소프트웨어테스트전문가자격증제도를시행하였고, 6월에 2차시험을진행하

는등국제수준의소프트웨어테스트전문인력양성에박차를가하고있다.

벤치마크테스트시행

벤치마크테스트는개발자에게는자사제품의우수성확인과취약점보완및개선

을위한기회를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동종제품간의비교·분석을통하여객관

적인비교정보를제공하기위해2002년부터수행되었다. 

TTA는 2008년 6월까지총 58건, 230개제품에대해벤치마크테스트를실시

하였다. 초창기에는조달등록을위한구매자의뢰벤치마크테스트가주를이루었

으나벤치마크테스트가정착되면서제품임의수거를통한벤치마크테스트가수행

되었다. 2007년부터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분리발주 소

프트웨어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수행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002년에는무선인터넷플랫폼표준(WIPI) 선정, 인감증명서의전산화를위한

인감화상입력시스템 선정, KT의 소프트스위치 선정 등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가

이루어졌고, 2003년에는 최초로 국내외 백신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의수거 벤치마

크테스트가이루어졌고, 신전자문서시스템및자료관시스템등국가기록물관리를

위한시스템에대해벤치마크테스트가이루어졌다. 또한리눅스협의회로부터각종

운영체제에대한벤치마크테스트를의뢰받아수행된벤치마크테스트결과가최초

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2004년부터 임의수거 벤치마크 테스트가 활발하게 수행되

어 리눅스 OS, CAD 소프트웨어, 그래픽 소프트웨어, BPM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가 2006년까지 수행되었다. 2007년부터

는각각의공공기관에서분리발주한각종보안소프트웨어, 백업소프트웨어, WAS

등에대해벤치마크테스트가수행되고있다. 

또한, 벤치마크 테스트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하드웨어·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 통합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초고속 인

터넷복구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BPM 소프트웨어,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스토

리지 백업 소프트웨어, 각종 보안 소프트웨어 등 30여 종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

모델을개발하였고, 지속적으로각분야벤치마크테스트모델을개발및개선시키

고있다. 

대에머무르고있어Open Lab 활용을통한개발과정중테스트지원, 완제품에대

한GS시험인증서비스지원등소프트웨어개발전과정에걸친종합적인품질관

리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다.

소프트웨어테스트전문가양성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분야의 눈부신 성장을 토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축해 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내에는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전문가를 양성

하는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TTA에서는 2003년부터 소프

트웨어 테스트 전문가양성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소프트웨어 테

스트전문가를양성해왔다.

소프트웨어테스트전문가양성교육교재는수강생들의수준에따라선택적으

로교육을받을수있도록기초적인소프트웨어테스트관련이론을학습할수있는

‘테스트전문인력양성기초’교재, 소프트웨어테스트를심도있게학습할수있는

‘테스트전문인력양성응용’교재, 그리고‘임베디드소프트웨어테스트전문가’교

재를개발하였다. 

2003년 10월에최초교육과정을운영하였으며, 그후매년분기별로 4회의교

육과정을실시하였고, 2007년에임베디드소프트웨어테스트전문가양성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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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제품공공기관납품실적>

● 4차 SW 테스트전문가양성교육

| 2004.10.12



2007년에도 광주정보문화진흥원(GITCT)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와의MoU 체결을통해광주지역소프트웨어업체제품에대한시험지원과행정업

무용SW적합성시험을수행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정보화부문) 시GS인증제품도

입기관가산점을부여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2008년에는 GS시험인증수요를해결하기위해상암동누리꿈스퀘어에 SW품

질지원센터를개소하였다.

연도별주요성과

SW시험인증팀은2001년에국산소프트웨어의품질향상과국내소프트웨어산업활

성화를 위해 GS시험인증을 시행하였고, 국산 소프트웨어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위해세계최고수준의시험기관인미국VeriTest사와2001년 12월기술제휴를

체결하였다. 

2002년에는벤치마크테스트와VeriTest 국제인증을시행하였으며, 독일TUViT

와MoU를체결하였고, 건설교통부의GIS SW 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되었다.

2003년에는 소프트웨어테스트 전문가 양성과정을 최초로 개설하였고, 소프트

웨어개발업체들이 개발과정 중에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Open

Lab을구축하였으며, 시험의정확성및효율성향상을위한시험자동화도구개발

을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및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MoU를체결하여교육용및국방소프트웨어에대한시험을수행하였다.

GS인증에대한홍보및마케팅의결과 2004년과 2005년에 GS인증제품에대

한각종제도적지원이이루어졌다. 먼저, 2004년에경찰청학사관리시스템의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삼성SDS와 MoU 체결을 통해 삼성SDS 협력사 제품에

대한시험을지원하였으며, IT렌탈산업협회와MoU 체결을통해ASP 제품에대한

무결성시험을진행하였다. 

2005년에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관한법률(2004.12.31)’개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2005.7.1)에 따른 GS인증제품의 우선구매 지원 및

성능보험제도 도입, GS인증 획득 및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 시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도입, 병역특례업체지정심사시가산점부여, 전자정부및국방부정보체

계개발사업시 GS인증제품우대및가산점부여등이이루어졌다. 또한, 중소기업

청의 성능인증시험연구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신SW상품대상 수상작의 GS인증 획

득의무화가이루어졌다. 또한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와협력을통해대구지역

소프트웨어업체제품에대한시험을지원하였다. 

2006년에는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GS인증제품을 분리

발주할수있도록하였고, SW 기술성평가면제및공공SW사업자선정평가항목에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를 포함해(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6호), 한국정

보기술전문가협회(IPAK)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소프트웨어공모대전 출품작에

대한무결성시험을진행하였다. 또한, GS인증제품을획득한업체에우리은행특별

우대신용대출(하이테크론)을지원하는등의금융혜택제도를마련하여중소SW 업

체를지원하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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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분야 주요성과>

[2008년 6월말현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GS(국내)
시험 86 185 169 264 348 528 449 2,029

인증 27 31 54 132 219 203 133 799

VeriTest 시험 3 4 2 1 6 - 2 18

(국제) 인증 3 4 1 2 4 - 1 15

벤치마크 제품 26 63 43 17 8 42 31 230

테스트 건 6 8 3 6 3 17 15 58

Open Lab 제공 - 21 47 52 58 65 39 282

품질컨설팅 150 326 362 658 677 709 387 3,269

품질평가기술연구 7 3 6 4 5 5 5 35

시험전문인력양성 - 108 174 212 201 253 119 1,067

테스팅지원도구개발 - 2 4 2 2 1 1 12

● 국방연구원(KIDA)과 SW분야

양해각서체결 | 2003.10.28
●● 삼성SDS와 SW구매시험대행

양해각서체결 | 2004.08.24
●●● 한국IT렌탈산업협회와양해각서

체결 | 2004.11.11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과

SW시험대행협력양해각서체결

|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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