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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통신의 발달로 인해 M-Commerce가 활성화 되면서 국내 M-Commerce 소 트웨어 시장이 

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M-Commerce 소 트웨어의 신

뢰성  고품질 소 트웨어의 요구가 증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M-Commerce 소 트웨어의 품질 평가 모델을 제안하고, GS시험․인증을 통해 M-Commerce 소 트

웨어의 품질을 평가 사례를 제시한다.

1. 서론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와 모바일 인터넷은 기술 

 시장 측면에서 빠른 속도를 발 하고 있어, 궁극

으로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유선인터넷 사용자

를 과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 모바일  PDA와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선망을 심으

로 상거래를 제공하는 M-Commerce는 개인 컴퓨터 

등 고정 단말기를 이용하여 유선망 심의 기존 

자상거래로 차 체함으로써 미래의 자상거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M-Commerce 소

트웨어에 한 심  비 이 커짐에 따라 

M-Commerce 소 트웨어에 한 품질이 요한 이

슈로 제기되었고, 무선 인터넷 환경 하에서 활용할 

수 있는 M-Commerce 소 트 에 제품에 한 품

질평가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Commerce 소 트웨어 평가 모

델을 기술하고 GS시험․인증 용사례를 기술하

다. 제 2장에서는 M-Commerce에 정의, 특징, 련

기술  표 에 해 설명하며 제 3-4장에서는 평가 

모델을 기술하고, 제 5장에서는 M-Commerce 제품

에 한 GS시험․인증 사례를 하 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개선방향  결론을 제시하 다.

2. 련연구

2.1 GS(Good Software) 시험․인증서비스

 소 트웨어 산업진흥법 제 13조를 근거로 하여 국

산 소 트웨어 품질 향상  국내 소 트웨어 산업

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한 서비스로서 정보통신부 

장  고시를 통하여 2000년 9월 ETRI(한국 자통신

연구원)에 제3자 시험․인증기 으로 SW시험인증센

터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2001년도 TTA(한국정보통

신기술 회)로 조직을 이 하여 재까지 SW시험인

증센터에서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1.1 GS시험․인증서비스 목

 SW시험인증센터에서는 국제 소 트웨어 품질 기

군인 ISO/IEC 9126과 ISO/IEC 12119를 바탕으로 

한국형 평가모듈을 개발하여 시험․인증에 용하고 

있으며 시험․인증서비스의 목 은 다음과 같다[1].

- 소 트웨어 시험․인증  컨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 트웨어 제품의 품질향상 유도  

소․벤처기업 육성지원

- 우수 소 트웨어 발굴  인증서 수여를 통하여 

소 트웨어 구매를 진함으로써 국내 소 트웨

어에 시장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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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Commerce 정의

  Durlacher Research에 의하면, M-Commerce는 

모바일 커뮤니 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되는 

 가치를 지닌 거래행 를 말한다. 즉, 

M-Commerce는 일반 으로 무선네트워크를 심으

로 이루어지는 모바일 환경의 자상거래를 말한다. 

(그림 1) M-Commerce 어 리 이션 구분

2.3 M-Commerce 기술

2.3.1 M-Commerce 련 기술 유형

 무선 인터넷상에서 M-Commerce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한 기술로써 크게 단말기, 네트워크, 송, 어

리 이션 련 기술로 구분된다[2].

가. 단말 기술 : 단말기 련기술은 라우 , 운

체제, 입력기술, 동기화 등으로 세분화 된다.

나. 네트워크 기술 :  네트워크 운 에 필요한 기술

은 2.5세  이후의 이동통신기술을 의미하며, 일

반 으로 차세  이동통신으로 지칭되는 

CDMA-2000 는 W-CDMA를 지칭하고 있다.

다. 송 기술 : 서로 다른 시스템 간 상호연동을 비

롯하여 서비스 추가에 한 신속성, 유연성을 향

상시키는 동시에 네트워크의 체 인 보수/운

의 효율을 높이는데 목 이 있으면 표 인 

기술은 CAMEL, JAIN 등이 있다.

라. 어 리 이션 : 어 리 이션 련 기술은 보안 

기술, 결재 기술 등으로 세분화된다. 

2.4 M-Commerce 기술의 표 화

 M-Commerce에서 사용되는 표  기술은 콘텐츠 

기술, 자화폐  지불기술, 모바일 미들웨어 기술, 

무선인터넷 송 로토콜, 무선 인터넷망 기술, 보

안 기술, 무선 속 기술로 나  수 있다. <표 1>은 

기술 표  체계를 보여 다.

    

 <표 1> M-Commerce 기술 표  분류 체계

분류 분류 소분류

콘텐츠 

기술

데이터표 기술
WMLScript, XML, 

Javascript

로 일 기술 UAProf(CPI), CC/PP

자화

폐    

 지불 

기술

IC카드 기술 식/비 식 기술

자지불 로토콜 SET

모바일 

미들웨

어 기술

암호기술  은닉서

명기술
PKI, 암호기술

MP3 련 기술
래시카드기술, 오디오 

압축기술

동화상처리 기술 MPEG4

무선단말 OS 기술
Window CE, PalmOS, 

EPOS

무선인

터넷 

송 로

토콜

세션 리 기술 WSP

데이터 송 기술 WSP, WTP, WDP

로 일 상 기술 WSP

데이터 캐시/푸시 

기술
Push:OTA, PAP

송제어 기술 WCMP

무선 인

터넷망 

기술

네임/주소 기술 IPv4, IPv6, DNS

이동성 리 기술 Mobile IP

QoS 기술
Diffserv, Intserv, RSVP, 

MPLS

보안 기

술

가입자인증  단말

인증
AAA

송보안 기술 WTLS, SSL, IPsec

무선 

속 기술

듀 스 기술 TDD

다 역/다 모드

지원기술
SDR

3. M-Commerce 소 트웨어 요구사항

 3.1 보안에 한 요구사항

    가. M-Commerce상에서 보안에 한 일반 인 

요구사항(신뢰성, 기 성, 무결성, 부인방지, 

근성 등 )을 수해야 한다.

    나. 법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보안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단말기는 망으로부터 송되는 정보를 안정

으로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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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무선 속에 한 요구사항 

    가. 네트워크 운용자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

자를 요구사항(사용의 편리함, 보안과 라이

버시,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 기기의 신뢰성)

을 만족 시켜야 한다.

    나. 네트워크 운용자  서비스 제공자는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보안에 련해서 

철 하게 리해야 한다.

    다. 기술  요구사항(다운로드 처리, 운 모드 

확인, 최  운 모드 유지, 네트워크 처리 

등)을 수해야 한다.

 3.3 무선 속 로토콜에 과한 요구사항

    가. 표  로토콜을 지원해야 한다.

    나. 가능한 많은 무선 네트워크 로토콜을 지

원해야 한다.

 3.4 무선인터넷 망에 한 요구사항

    가. WAP에 한 일반  요구사항(표 지원, 구

조  이어 구축, 멀티벤더 지원 등)을 

수해야 한

    나. 이동 지원 로토콜  로 을 지원해야 한다.

 3.5 자화폐  자지불에 한 요구사항

    가. 자화폐 시스템의 기본 인 요구사항(안

성, 이 사용 방지, 라이버시, 오 라인 연

동 등)을 수해야 한다.

    나. 자화폐 시스템의 부가 인 요구사항( 자

수표, 분할성, n회 사용가능성, 양도성 등)을 

수해야 한다.

 

4.  M-Commerce 소 트웨어 품질 평가 항목

 M-Commerce 소 트웨어의 다양한 특징과 요구사

항을 바탕으로 소 트웨어 품질특성 체계를 기술하

다.

4.1 기능성

   가. 합성

      - 기능정보의 제공, 기능구  완 성, 경계값

   나. 정확성

      - 기능구  정확성

   다. 상호운 성

     - 데이터 교환성(소 트웨어 형식인증정보)

   라. 보안성

     - 근통제, 이 사용 방지, 상호인증, 라이버시

    마. 기능표   인터페이스 표  수

4.2 신뢰성

   가. 성숙성

     - 문제해결 이력, 결함/다운/고장 회피,

   나. 회복성

     - 오동작 회복, 이용 가능 시간, 복수시간, 수성

4.3 사용성

   가. 이해가능성

     - 비지식 제공, 기능이해, 인터페이스 이해, 

도움말 이해, 입출력 데이터 이해, 사용 단

순성, 인터페이스 일 성, 내용 일 성, 사용

자 안내성

   나. 학습성

     - 기능학습 용이, 도움말 근 용이

   다. 운 성

     - 오류복구 용이, 오류 방지, 메시지 이해용이, 

진행상태 악

4.4 효율성

   가. 시간 효율성

     - 처리시간, 평균처리

   나. 자원효율성

     - 메모리 사용, 데이터 송

4.5 유지보수성

   가. 분석성

     - 진단 기능 지원, 진단 분류, 문제해결 정보

   나. 변경성  안 성

     - 환경 설정 변경, 유지보수 표  지원

4.6 이식성

   가. 응성

     - 이식 편리, 설치/삭제 가능성

   나. 체성  공존성

     - 데이터 지속 정보, 공존 기능 정보

5. M-Commerce 소 트웨어인증사례

5.1 GS시험인증 제품 개요

 공연장  극장의 좌석을 인터넷  장에서 유/

무선으로 매/결재하는 티켓 매 리 시스템으로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회원 리, 사용자 리

  - 공연/행사 리, 매 리, 

  - 매 리, 발권 리(지불), 장 발권, 코드 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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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험 환경

(그림 2) 시험환경 구성도

5.3 시험 방법  차

 소 트웨어에 한 평가 방법은 M-Commerce 소

트웨어에 한 평가항목을 품질특성별로 도출하

고, 각각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테스트 이스 작

성하여 시험을 실행하 다. 시험을 통해서 발견되는 

결함에 해서는 업체에게 결함에 한 패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으며. 최종 으로 결함에 한 

패치가 완료되면 확인시험  회귀시험을 통해 제품

의 품질을 측정하 다.

5.4 시험테스트 이스

  본 제품의 지불기능를 평가하기 한 간테스트

이스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o 기능성

TC ID  F-01-001  작성자  xxx

Step No  시험내용  결과  비고

1
모바일 단말로 지불시스템에 

속한다
P

2 해당 컨텐츠를 선택한다 P

3
약 5000원을 선택하고 지

불버튼을 른다  
P

4
화면에 지불정보 입력 화면

이 출력된다
P

5.5 시험 결과

 결함 내역을 품질 특성별로 정리하면 기능성 50개,

효율성 5개, 사용성 41개, 이식성 2개의 결함이 발견

되었고, 확인시험  확인시험이후에는 결함 수 이 

낮은 기능성 2개, 사용성 3개의 결함이 최종 으로 

남아 있었다. 아래 (그림3)은 품질특성별 결함내역을 

보여 다.

(그림 3) 품질 특성별 결함내역

5.6 평가  결과

 GS인증 품질결과표에 따라 각 특성별 평가 결과를 

정량 으로 측정하면 평가 상인 일반 인 요구사

항 100%, 기능성 98.2%, 신뢰성 100%, 효율성 

100%, 사용성 97%, 유지보수성 100%, 이식성100%

로 측정이 가능하고, GS인증 평가 요구사항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수를 획득하 다.

(그림 4) 품질 특성별 평가 내역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M-Commerce 소 트웨어 제품에 

한 품질평가 모델을 도출하 고, 도출한 평가모델

을 용하여 GS시험․인증 사례를 보여 다. 

 논문에서 제시한 M-Commerce 소 트웨어 품질평

가 모델은 아직 미흡한 이 존재하며 여러 GS시

험․인증을 통해 개선작업이 필요하고, 일부 

M-Commerce 소 트웨어에만 평가모델 용이 가

능한 단 을 커버 할 수 있는 연구가 향후 진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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