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을갖춘휴대전화시험인증기관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2002년 12월 30일이동

통신시험센터(현, 이동통신시험팀)를신설하여운영하고있다.

기반조성을위한준비

TTA가이동통신시험팀(전이동통신시험센터)을신설한2002년에우리나라이동통

신가입자는3천만명을넘어서고있었으나, 국내에는휴대전화품질인증제도가실

시되지않고있었으며, 국제공인CDMA 시험인증기관도없었다. 

이에휴대전화에대한시험인증제도도입의필요성을절감한TTA는우선미국,

중남미, 중국등의CDMA 휴대전화시험현황조사에착수하였으며, CDG Stage 1,

2, 3의시험절차및기술규격을조사분석하고, 국내제조업체들의휴대전화시험인

증대응현황및애로점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편국내휴대전화시험인증제도만으로는해외수출에필요한국제공인인

증을받을수없기때문에이를동시에해결하기위해미국의CDMA 휴대전화에대

한 시험인증을 담당하는 CTIA로부터 공인시험기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를 조사하여 관련 시설과 장비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구축대상 장비에는

CTIA 공인시험기관의‘CATL 자격획득용 CDG Stage 1 시험장비’, ‘CDG Stage

2 모의시험장비(개발확인및본시험대비 Pretest용)’, ‘일반무선시험장비’, ‘전

자파차폐실(4개)’및‘무선실험실환경’등이있었다. 

시험원에대해서는국제규격을이해하는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한교육을실

시하였으며, ISO/IEC 17025 표준에따르는시험실운영을위한제반사항에대한

적용연구를수행해나갔다. 시험원교육은‘IS98D 시험절차서상세분석및적용방

안 연구’, ‘Spirent TAS C2K-ATS 운영교육 및 시험절차서 작성’, ‘Racal 1x-

AIME 운영교육 및 시험절차서 작성’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ISO/IEC

17025 인정을획득하기위해시험기관운영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한검토와필

요한문서작성작업을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TTA는 2002년 12월부터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확인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개발 시제품에

대한예비시험을통해품질수준을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국내휴대전화품질을

국제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해국내3대이동통신사업자를대상으로구매하는휴

대전화의시험인증을TTA가공인하는휴대전화시험인증제도도입을논의하였다. 

한편, 유럽지역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업체의 GSM 시험인증 현황과,

GSM부문에대한국내공인시험기관구축의타당성에대한조사분석도함께수행

5절 이동통신시험인증

1 . 시험인증 기반조성

이동통신시험팀의태동

정보통신분야에서우리나라가이룩한기술의발전은세계의이목을집중시킬만큼

눈부신것이었다. 특히 1996년 초, 우리나라는세계최초로 CDMA의상용화에성

공한나라로이동통신역사에한획을그었다. 당시전세계대부분의국가들이치

열하게경쟁을펼치고있던기술은TDMA방식이었으며, CDMA방식은성능은뛰어

나지만기술이지나치게복잡해상용화는어려울것으로인식되었다. 

이때까지이동통신분야에서후발주자에불과했던우리나라는 CDMA 세계최

초상용화라는역사적인순간을기점으로타의추종을불허할만큼급격한성장세

를기록하게되었다. IMF 외환위기라는험난한고비도그기세를꺾지못하였다. 그

리고 2000년대들어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많은휴대전화를생산하는나라중

하나로우뚝서게되었다. 

하지만이같은급격한성장에도불구하고우리의이동통신분야기술발전은뚜

렷한한계상황을맞이하고있었다. 세계최고수준의휴대전화생산국임에도불구하

고제품의성능을시험하고인증할수있는공인시험기관을단하나도보유하지못

하고있는나라에불과했던것이다. 국내휴대전화제조업체들은새로운모델을생

산할 때마다 CDMA 휴대전화를 기준으로 모델 당 5만 달러에 해당하는 시험인증

비용을해외시험기관에지불해야만했다. 또한국제공인시험기관의시험인증을받

기위해서는해외시험기관을이용해야만했기때문에 6개월여의시간을낭비해야

만했다, 하루가다르게변화·발전하는이동통신시장에서6개월이라는시간은치

명적인한계로다가올수밖에없는심각한문제였다. 

미국, 유럽, 남미, 호주, 중국등주요이동통신국가에서는휴대전화품질시험

을통해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제품만을판매할수있도록하고있

어, 국내제조사들은비용과시간·인력의낭비에도불구하고국제공인시험인증기

관으로부터인증을받아야만했다. 

이에국내정보통신표준화와시험인증업무를책임지고있는TTA는국제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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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인증시험용 시설을 구축하며 GSM 휴대전화 인증시험 체계구축에도 박차를

가해나갔다. 이를위하여독일7Layers와계약을체결하고GSM 시험기관운용기

술교육을실시하고 GSM에대하여 7Layers 명의로시험을실시하였으며, 마침내

2004년 9월에는TTA 단독으로GSM 휴대전화시험을위한GCF 국제공인시험기

관자격을획득하는결실을얻을수있었다. 이어2004년 10월에는국내HCT와, 11

월에는영국의TUV SUD GROUP BABT와시험기관간MoU를체결하였다. 이처

럼 꾸준히 GSM 휴대전화 분야에서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4년 12월에 KOLAS의 인정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총 89건의 CDMA,

AMPS 및GSM 휴대전화에대한인증시험서비스를제공하는성과를올렸다.  

TTA가 GSM 휴대전화분야의인증시험서비스를제공하게된것은유럽을비

롯한세계시장을목표로하는휴대전화제조업체에게는반가운소식이아닐수없

었다. 이때까지국내업체들은GSM 휴대전화를수출하기위해비싼비용과시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해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받아야만 했으나, TTA를 통해 저

렴하면서도보다빠른시간안에인증시험을받음으로써제품의경쟁력을향상시킬

수있게된것이다. 

TTA의지속적인휴대전화시험인증분야확장노력은세계시장을목표로하는

제조업체들에게는 연이은 낭보로 전해졌다. 2005년 11월 CCF(CDMA

Certification Forum)로부터 현장평가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2006년 1월

CCF 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을획득하게된것이다. CCF는 국제적인단말기인증

시스템을정의하고실행하기위해설립되어제조업체가CDMA 시장안에서통용될

수있는단말기를개발하는데도움을줄수있도록특성과기능에대한국제적합의

를이끌어내는역할을담당한다. 이러한이유로CCF로부터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

을획득했다는것은 TTA가세계시장에서통용될수있는 CDMA 휴대전화인증시

험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는것을의미했다.

세계시장 진출의 청신호는 CDMA 휴대전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TTA는

이에한발앞선 2005년 2월에는북미 PTCRB 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을획득하여

전세계GSM 인증시험이가능하게되었으며, MMS 인증시험분야까지영역을추

가확장해나갔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TTA는 2005년에 CDMA와 GSM 휴대전화에 대해

총128건의시험과14건의TTA Certified 인증서비스를제공할수있었다. 

하여정부정책수립에활용토록하였다. 

시험인증서비스체계정립을위한노력

하지만이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국내3대이동통신사업

자들과의 시험인증제도 도입은 쉽게 타결되지 않았다.

TTA가 기본 시스템은 구축하였으나 국제적인 공인을 받

지않는이상실효성이떨어진다고생각한이동통신사업자

들은 TTA와의 협의를 지속하면서도 2003년까지 자체적

으로시행하는품질시험에의존하고있었다.

TTA는국제적역량을확보하기위하여CDMA 휴대전

화공인시험기관시설을보완구축하는한편, 2003년 6월

에 AMPS 및 CDMA stage 1의 46개 시험항목에 대한

KOLAS 인정을획득한데이어, 2003년 10월에는AMPS

및 CDMA stage 1의 26개 시험항목에 대한 KOLAS 인정을 획득하며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또한 CDMA/AMPS 시험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2003년9월에는미국CTIA 공인시험기관지정을신청하고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

을획득하기위해역량을집중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국내휴대전화제조업체

들의인식도서서히바뀌어갔고, 2003년에는총112건의Pretest 시험서비스를제

공하였으며, 대만수출용인증시험도1건을실시할수있었다. 

그리고2004년 2월CTIA 평가단의TTA 현장평가가실시되었으며, 같은해3

월23일에미국CTIA로부터국제공인시험기관(CATL) 자격을획득하는성과를이

루어내었다. 

이와는별도로국내휴대전화품질을국제수준화하기위한국내 3대이동통신

사업자의협의도진전되어 1단계 RF 품질시험에이어이동통신사업자 3사와국내

휴대전화평가제도도입에합의하였다.   

2.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세계시장을향한도전 : CDMA와 GSM 인증시험

CDMA 국제공인 시험기관 자격획득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TTA는 본격적인

CDMA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RF·프로토콜·SIM·음향 시험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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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시험기관으로인정을받게되었다. 

하지만세계최고수준의이동전화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TTA의도전

은여기에서끝난것이아니었다. 

TTA는 2007년에도 CDMA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CCF 인증은 물론 개발지원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450MHz 대역 장비를 업그레이드 구축하였으며, 해외사

업자(베트남)와CCF 인증협력및홍보활동을펼쳐나갔다. 중국WLLC와도시험인

증업무에관한MoU를체결함으로써 CDMA 시험인증분야의중국시장진출계기

를마련하였고, CCF 인증기구산하시험기관평가워킹그룹에서리더로활동을이

어갔다. GSM/WCDMA 단말기부문에서는GCF, PTCRB 인증시험및개발지원서

비스를제공하고, 3G 분야인HSDPA 시험시설을신규구축하여시험서비스를개

시하였으며, KOLAS 공인시험기관자격을갱신하였다. 

2008년에는세계적인시험기관들보다한발앞서WiMAX 단말기와기지국모

델에대한인증시험을실시하였고, 차세대이동통신기술인LTE 분야에대한시험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연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3G 이동통신을 넘어 4G

이동통신시험인증을리드해갈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주요시험인증분야

●CDMA 

1996년 IS95A 방식으로우리나라에

서최초로상용서비스가이루어진동

기식 CDMA 기술은 기본적으로 음

성통화위주로시작하였으나, 급속한

정보통신분야의기술발전에따라고

속데이터서비스에대한필요성이증

가하였다. 이러한흐름으로이동통신

의한축인비동기식기술과함께비

약적인발전을이루게된다. 

고속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cdma2000 1x/EV-DO(Evolution-Data

Optimized)는이동환경에서데이터중심으로설계된새로운고속패킷스위칭전송

(High-speed packet-switched transmission)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1년

IMT-2000 규격으로승인되었다. 이후EV-DO r0를거쳐EV-DO rA가상용화되

WCDMA를넘어WiMAX까지

CDMA와 GSM 휴대전화에대한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을획득한 TTA는곧바로

WCDMA와차세대이동통신시장을주도할신기술의각축장인WiMAX 시장에도

전장을던졌다. 

TTA는 2006년을 맞이하면서 기존 GSM 시험시설에 WCDMA 분야 시험설비

를추가구축하는작업을추진하였다. WCDMA 시험분야확대를위한신규시험시

설구축작업은 2006년 6월에마무리되었다. 이어같은해 8월에신규분야에대한

KOLAS 평가를 거쳐, 9월에는 유럽 GCF로부터 WCDMA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을획득하였으며, 10월에는북미PTCRB 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을획득하여전세

계WCDMA 국제공인인증시험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이와함께국내이동통신사업자용 CDMA 휴대전화품질확인시험서비스를제

공하였다. 이는국내품질관리체계를구축하고국제규격의품질시험서비스를실

시함으로써국내제품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이었다.  

한편, 세계 최초로 Mobile WiMAX(WiBro)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나라에

서 먼저 WiMAX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국제 WiMAX Forum에서 노력한 결과

2006년 7월국제WiMAX Forum으로부터Mobile WiMAX 분야국제공인시험기

관 자격을 세계 두 번째로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국내 토종기술로 탄생한

WiBro에대한국내기술력을인정한WiMAX Forum에서는TTA를WiMAX 국제

공인 인증시험에 사용할 시험 장비 4종에 대한 검증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하여

2006년 10월에는TTA가전세계에서유일하게 Mobile WiMAX 국제공인시험장

비 검증기관으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WiMAX Forum의 선택은 우리의

기술력이세계이동통신기술을선도하고있다는사실을대내외에입증해주는것이

었다.  

미래를여는 TTA의이동통신시험인증서비스

TTA는 2002년첫이동통신분야시험인증서비스를시작한이후불과 7년만에세

계이동통신시험인증의중심으로자리매김하면서국내외적으로그위상을확고히

할수있었다. 국내적으로는CDMA, GSM, WCDMA, WiMAX 등이동통신단말기

전부문에대한국제공인시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제품의품질안정화는물론

국내제품의 해외진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

일하게 CDMA, GSM, WCDMA, WiMAX 등 전 분야의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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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Board)가있다. 우리나라제조업체들은GSM/WCDMA 휴대전화를해외로

수출할때TTA로부터인증을받음으로써원하는국가로의시장진출이가능하다. 

●WiMAX

2007년 말까지만 해도 WiMAX 시

험 서비스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시험에 사용할 공인 시험장비가 검

증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

었다.

이에따라WiMAX Forum 산하

의 인증기구인 인증워킹그룹(CWG)

은본격인증에앞서RF 및프로토콜시험을할수있는장비를선정하였으며, TTA

를공식단독검증기관으로지정하여시험장비의검증을요청하였다. 

이에 TTA는 2006년 11월부터연구원 5명을스페인말라가에위치한WiMAX

Forum의 Lead Lab인 AT4 Wireless에 파견하여 Mobile WiMAX 시험장비에 대

한검증을성공적으로완료한데이어, 2008년 1월부터 AT4 Wireless와공동으로

단말기와 기지국에 대한 공인 인증시험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4월 세계 최초로

단말기4개모델과기지국4개모델에대한인증시험을성공적으로마무리하였다.

또한, 2008년 5월에는최두정연구원이세계두번째, 국내최초로WiMAX

제품에대한인증을부여하는WCB(WiMAX Certification Body, 와이맥스인증심

사관) 자격을 획득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 WiMAX 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하였다. 

3. 국내외 시험인증 협력활동

TTA는국내외주요시험인증기관과기술협력협정및제휴를통해이동통신시험

인증분야의지속적인확대를도모하고, 동시에공신력확보를통한안정적시장수

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TTA가 이동통신 분야에서 국내외

시험인증기관과체결한기술협력협정및제휴실적은다음과같다. 

었으며, 2008년현재EV-DO rB까지상용화가추진되고있다. 

우리나라는 EV-DO r0를 2002년에 SKT와 KTF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EV-DO rA는 2007년 동기식 3G 사업자인 LGT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이동통신진화에맞춰EV-DO를지원하는단말기가증가함에따라 cdma2000 1x

만지원하는단말기보다는EV-DO까지지원하는단말기에대한시험서비스수요

가증가하고있으며, 갈수록여러가지의이동통신기술이결합된단말기가등장하

고있다. 

TTA는 상기와같은다양한종류의 CDMA 휴대전화를생산수출하는국내제

조업체를위하여, 2004년부터CTIA 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을획득하여CTIA 국

제공인시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06년부터는CCF 국제공인시험서비스

도제공하고있다. 

●GSM/WCDMA

GSM 휴대전화 기술의 연장인

WCDMA 기술이전세계적으로활성

화되고, 중국·인도·브라질등과같

은 개발도상국으로 GSM 서비스 시

장이확대되는등GSM 휴대전화분

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

다. 이러한추세는기존GSM 사업자

가 정체된 GSM ARPU(Average

Revenue Per Unit)를극복하기위해2007년부터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와같은WCDMA 서비스를활성화하기시작한것에기인한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GSM/WCDMA 제조사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신규

WCDMA 기능을가진휴대전화를출시하고있으며, 이휴대전화에기존GSM 기능

에 대한 역호환성을 지원하기 위해 GSM 기능을 동시에 탑재하고 있다. 또한

GSM/WCDMA 휴대전화의 우수한 통화품질을 유지하고, 양질의 네트워크 서비스

를제공하기위해GSM/WCDMA 사업자및제조사는GSM 휴대전화에대한시험

인증방법을WCDMA 휴대전화에도유사하게적용하고있다. 

GSM/WCDMA 휴대전화에 대한 자율성 시험인증기관으로 유럽의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와 북남미의 PTCRB(PCS Type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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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에는 중국 WLLC와 협약을 체결하여 중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CDMA 휴대전화 수출시장을 전 세

계로넓힐수있게되었다. 

GSM 휴대전화 분야의 경우 2004년 9월부터 유럽지

역의GSM 휴대전화인증기관인GCF의공식후원사로가

입하여GSM 분야의시험을시작하였다. 2005년 2월에는

북미지역GSM 휴대전화인증기관인PTCRB로부터GSM

분야의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한 데 이어, 12월에는

MMS 분야에대한인정을획득하여GSM AE 분야에대한

시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듬해인 2006년

10월에는WCDMA 분야의 PTCRB 인정을획득하여WCDMA 휴대전화에대한시

험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WiMAX 분야는2006년7월WiMAX Forum으로부터세계에서두번째로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WiMAX 공인인증 시험장비

에대한검증시험을실시하였다. 그리고2008년1월부터스페인의AT4 Wireless와

공동으로WiMAX 단말기와기지국에대한인증시험서비스를시작한데이어, 현재

독립적으로WiMAX 단말기및기지국에대한인증시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연도별주요성과

이동통신시험팀 신설을 계기로 시작된 이동통신 시험인증 업무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수출시험이전 Pretest인 휴대전화제조업체의개발확인시험을중

심으로서비스를제공하였다. 이후 2004년에는 CDMA, AMPS, GSM 휴대전화에

대해총89건, 2005년에는CDMA 및GCF 휴대전화에대해총 128건의시험과 14

건의인증등총142건의서비스를제공한데이어, 2006년에는CDMA 및GSM 휴

대전화에대해총 197건의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164

건의 시험과 4건의 인증 등 총 168건의 시험인증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

써, TTA가시험인증기술측면은물론시험서비스의사업규모면에서도세계최

고수준의시험기관이라는사실을보여주었다.

4. 주요 성과

세계유일의 CDMA, GSM, WCDMA, WiMAX 전 분야국제공인종합시험기관

TTA는 2003년 CDMA분야에대한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획득을시작으

로GSM와WCDMA에이어WiMAX에이르기까지휴대전화전분야에대한국제

공인시험서비스를제공하는최초의기관으로세계적인명성을얻고있다. 이같은

성과는세계최고수준의이동통신산업의활성화와세계시장진출을목표로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철주야 땀흘려온 이동통신시험팀과 TTA 전 직

원, 그리고정보통신강국을지향하는온국민의의지와열망의결과였다.  

CDMA의경우2003년 6월, CDG Stage 1과AMPS에대한KOLAS 인정을획

득하여 CDMA 시험인증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 3월에는 미국지역 인증기관인

CTIA로부터 CDMA 분야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을획득하여세계소비의중심국

가인미국시장의문을열었다. 이어 2006년 1월에는CCF로부터CDMA 공인시험

기관자격을획득하여남미, 호주, 동유럽, 아시아등으로시장을확대하였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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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2 : 7Layers와 GSM 휴대전화시험을위한기술협력협정

2004.11.30 : BABT와 GSM 휴대전화시험을위한기술협력협정

2007.08.14 : WLLC China와 CDMA 휴대전화에대한 CCF 국제시험대행

국제제휴기관

2004.10.28 : 현대교정인증기술원과 GSM 휴대전화에대한기술협력협정국내제휴기관

2004.03.23 : CTIA로부터CDMA 휴대전화에대한국제공인시험기관업무수행

2004.09.30 : GCF로부터유럽향GSM 휴대전화국제공인시험기관업무수행

2005.02.11 : PTCRB로부터미국향GSM 휴대전화국제공인시험기관업무수행

2006.01.18 : CCF로부터 미국 이외 지역의 CDMA 휴대전화에 대한 국제공

인시험기관업무수행

2006.07.11 : WiMAX Forum으로부터 WiBro 휴대전화에 대한 국제공인시험

기관업무수행

2006.10.11 : PTCRB로부터 미국향 WCDMA 휴대전화 국제공인시험기관 업

무수행

2007.07.11 : KOLAS로부터 CDMA, GSM, WCDMA 휴대전화 분야에 대한

인정획득

2008.05.02 : WiMAX Forum으로부터국제인증심사원(최두정연구원) 자격획득

국제공인시험기관
및인증심사관

자격획득

● GSM 휴대전화인증시험서비스개시

| 200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