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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TTA는 ㈜브레인투엔티원에서 시험의뢰한

NetHole AG800 VoIP Gateway의 기능 및 성능시

험을 수행하 다. NetHole AG800 Gateway는 FXS

4 port, FXO 4 port와 2개의 Ethernet port의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시험에서는 Cisco AS5400

Gateway, Cosmobridge CMC3000 Gatekeeper,

Cosmobridge CTG3400 Gateway와 연동하여 기능

항목을 측정하고, 40시간 운용시험과 24시간 운용기

준호완료율측정, 음성품질을측정하 다.

[표 1] 시험대상 장비 정보

본 고에서는 TTA 네트워크시험센터(Network

Test Center)에서 수행한 ㈜브레인투엔티원의

Gateway(모델명 : NetHole AG800)의 기능 및 성능

시험결과를수록한다.

2. 시험환경

본 시험에서 기능시험을 위해 사용된 test bed는

[그림 1]과 같다. 기능시험에서 모니터링 장비로

Radcom Performer를 사용하 다. Radcom

Performer는 Protocol Analyzer의 일종으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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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2002년 11월 26일 ㈜브

레인투엔티원(www.brain21.com)의 VoIP Gateway(모

델명: NetHole AG800)에 대하여 기능 및 성능시험을 수

행하여 TTA Verified 인증서(번호: TTA-V-02-003)를

발급하 다.

TTA는 ㈜브레인투엔티원의 NetHole AG800

Gateway에 대한 기능확인 및 성능평가를 위해 H.323

VoIP 소용량 Gateway TTA Verified 인증기준에 따라

54개의 시험항목을 측정하 다. 본 고에서는 Cisco

AS5400 Gateway, Cosmobridge CMC3000

Gatekeeper, Cosmobridge CTG3400 Gateway와 연

동하여 그 기능이 TTA Verified 시험인증 기준에 따라 모

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24시간 운용기준 호

완료율 측정, 음성품질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시험결과를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TA 홈페이지 시험인증서비스-시

험인증결과의 시험결과요약서를 참고하기 바란다(http:

//www.tta.or.kr/fileDB/It_network/networkResult/최

종국문요약서-02-252-브레인21.pdf).

TTA 시험·인증서비스

- 네트워크장비분야-

(주)브레인투엔티원NetHole AG800 VoIP,

Gateway TTA Verified 인증획득

시험·인증서비스 동향

Model

Telephony

interface

LAN interface

Software version

Hardware version

NetHole AG800

FXS 4ports, FXO 4ports

10 Base-T 1port,

100 Base-T 1port

2.8.2.4

1.6



상 장비와 시험환경 구성장비들간의 VoIP와 RTP 패

킷을 분석해준다. 시험환경 구성장비로는 Cisco

AS5400 Gateway, Cosmobridge CMC3000

Gatekeeper, Cosmobridge CTG3400 Gateway,

Samsung INFOREX PABX를 사용하여 시험대상 장

비와연동이가능한지확인하 다.

Cisco AS5400, Cosmobridge CTG3400

Gateway는 E1 트 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므

로 PABX E1 인터페이스에 접속하고 PSTN 프로토콜

은MFC R2를사용하여시험환경을구축하 다.

기능시험 중 Fax 기능확인을 위해 시험대상 장비와

PABX에 Fax 기기를각각연결하여상호기능에대한

연동성을 시험하 고, VoIP 호 불능시 PSTN 백업기

능을 시험하기 위해 PABX 내선 라인을 시험대상 장

비에 연결하 다. VQT 장비는 Echo Cancellation

기능시험을위해이용되었다.

NetHole AG800 Gateway에 대한 기능확인 시험

을위한호연결경로는 [표 2]와같다.

[표 2] 기능확인 시험 호 연결경로

성능시험을 위한 test bed는 [그림 2]와 같다.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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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능 시험 Test bed

기능시험 구분

DUT간 기능시험

Gateway 연동시험

Echo cancellation

기능시험

PSTN backup

기능시험

호 연결경로

Phone - DUT1 - CMC3000 GK -

DUT2 - Phone

Phone(Fax) - DUT - CMC3000

GK - CTG3400 GW or AS5400

GW - INFOREX PABX - Phone

(Fax)

VQT - DUT1 - CMC3000 GK -

DUT2 - VQT

Phone - DUT(FXS) - DUT(backup)

- INFOREX PABX(extension) -

INFOREX PABX(external) - PSTN



시험에서는 계측장비로 Empirix HammerIT를 사용

하 다. HammerIT는 bulk call을 발생시키고 수신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Gateway의 호 완료율과 음성

품질을측정해준다.

3.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표 3]은 시험항목과 시험결과를 보여준다. [표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브레인투엔티원의 NetHole

AG800 Gateway는 54개의 시험항목을 모두 통과하

다.

NetHole AG800 Gateway는 Cisco AS5400

Gateway, Cosmobridge CMC3000 Gatekeeper,

CTG3400 Gateway와 연동하여 H.323 VoIP 소용량

Gateway TTA Verified 인증기준에 따라 기능시험

항목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성능평가에서는 24

시간 운용기준 99.9%의 호 완료율을 나타내었고

speech delay 145.34ms, PSQM값 2.45(MOS값

3.5)의음성품질을기록하 다.

호 완료율 측정을 위해 시험대상 장비를 다음과 같

은조건하에두고시험하 다.

- Direct signaling

- Fast connect

- DTMF in band signaling

- G.723.1(6.3k) codec

- Grounding

호 완료율 측정을 위해 HammerIT 장비에서 발생

시킨 call pattern은 [그림 3]과 같다. Call length 10

초, Intercall time 3초, Start to start time 0, 즉

blast call pattern을 가진 호를 24시간 동안 발생시

켜 호 완료율을 측정하 다. 즉, 모든 호가 동시에 10

초 동안 연결되었다 끊어지고 3초 후에 다시 10초간

연결되었다 끊는 반복을 24시간 동안 수행함을 의미

한다.

음성품질 측정을 위해 시험대상 장비를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두고20분간시험하 다.

- Direct signaling

- Fast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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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능시험 Tes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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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ammerIT에서 발생되는 bulk call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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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23.1(6.3k) codec

- Jitter buffer minimum 30ms

- Frame duration 30ms

- Grounding

Echo Cancellation 기능은 echo free rate 측정을

통해 확인하 다. 이 항목시험을 위한 VQT 장비

setting 정보는다음과같다.

- Perceived Annoyance Caused by Echo:

PACE

- PSQM 알고리즘이용

- Echo return loss 10 dB

- Echo delay 5 ms

Echo를 발생시키면서 echo free rate을 측정한 결

과, echo canceller가 On되어있을 때가 Off되어 있을

때보다 echo free rate이 더 높음을 확인하 다. 따라

서 NetHole AG800 Gateway는 Echo cancellation

기능이정상적으로동작함을확인하 다.

4. 결론

본 고에서는 TTA가 ㈜브레인투엔티원에서 시험의

뢰한 Gateway(모델명: NetHole AG800)의 기능 및

성능시험을수행한결과를수록하 다.

시험결과, 시험대상 장비는 54개의 시험항목을 모

두 통과하 다. NetHole AG800 Gateway는 Cisco

AS5400 Gateway, Cosmobridge CMC3000

Gatekeeper, CTG3400 Gateway와 연동하여 그 기

능이TTA Verified 인증기준에따라모두정상적으로

동작하 으며, 성능평가에서는 24시간 운용성능 평가

에서 99.9%의 호 완료율을 나타내었고 speech delay

145.34 ms, PSQM값 2.45(MOS값 3.5)의 음성품질

을기록하 다.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시험결과

기능

확인

시험

호 설정

음성처리

RAS 기능

(H.225)

Direct Signaling

Gatekeeper Routed Signaling

Fast Connect

Fast connect 미 지원시 Normal connect 설정기능

Normal Connect

패킷당 프레임 수 조정기능

Gatekeeper Discovery(GRQ/GCF/GRJ)

IRR 메시지 전송

Auto negotiation 및 운용자에 의한 강제지정 기능

음성코덱 수용(G.711, G.729/G.729a, G.723.1 지원)

Comfortable noise 생성 및 운용자 설정기능

묵음 인지 트래픽 절감 및 운용자 설정기능

Echo cancellation 및 운용자 설정기능

Gatekeeper로의 정상 등록 및 해지기능

(RRQ/RCF/RRJ, URQ/UCF/URJ).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표 3] 시험항목 및 시험결과

음성코덱

음성품질 관리

H.323 Endpoint 등록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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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시험결과

성능

평가

시험

기능

확인

시험

RAS 기능

(H.225)

사용자 입력기능

라우팅

다이얼플랜

PSTN 접속

IP망 접속

자원구성

관리기능

부가 호

처리기능

기타 기능

음성품질

시스템 성능

E.164번호 지정 및 변경

DTMF 전송 및 인식기능(Out of band)

DTMF 전송 및 인식기능(In-band)

실시간 FAX 송수신 기능(T.38)

Inbound 호의 번호에 따른 라우팅 기능

Outbound 호에 대한 Prefix 번호 추가/삭제 기능

FXS 포트 및 PSTN 백업(또는 FXO) 포트 제공

10/100 Base-T Ethernet 포트 지원

SNMP MIB 지원

원격 구성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S/W 다운로딩 및 업데이트 기능

2 Stage 다이얼링 기능

가상 발신번호 지정 또는 변경기능

Last digit 인식방식 지원

VoIP 호 시도 불능시 PSTN으로 호 시도기능(PSTN Backup)

특정 국번 또는 번호로 시도되는 호에 대한 제한기능

Tone 제공

LLO(Line Lock Out) 기능

오 다이얼, 통화중, 결번, 망 장애 등 발생시 안내방송 송출기능

호 완료 원인코드 제공기능

보안기능(운용자 인증, 시스템자원 허용 및 금지, 운용자ID별 관리기능 제공)

과금 정보수집 및 전송

Speech Delay (200 ms 이하)

음성품질(PSQM/PAMS/PESQ) (MOS 기준 3.5 이상)

호 완료율(24시간 운용시 95% 이상)

Lightweight RRQ

Reload(Rebooting)시 등록

단말 H.323 ID 지정, 변경 및 전달기능

H.323 ID 대, 소문자 구분

RRQ 요청시 H.323 ID 및 E.164 번호 포함여부

ARQ 요청시 H.323 ID 및 E.164 번호 포함여부

Setup 요청시 H.323 ID 및 E.164 번호 포함여부

RS-232C 콘솔 포트 제공

구성정보 변경관리 및 시스템 제어기능

운용정보 자동백업 및 Restore 기능

포트 진단 및 시험기능

Secondary Gatekeeper 인지기능

장애정보 표시

메시지별 호 추적기능(H.225, RAS, H.245)

전체 또는 임의 호 추적기능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H.323 ID 지정 및 변경기능

H.323 Endpoint 등록 및 해지

인증(Gateway, 사업자) 지원

상태감시, 시스템 장애 및

망 관리기능

호 추적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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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엔씨아이시스템에서 TTA에 시험의뢰한 IEEE

802.11b 무선랜용 USB카드(모델명: ET-USB-08)의

성능시험을다음과같은항목에대하여실시하 다.

● Throughput

● Roaming

●Data payload

●Multicast

●Negative tests

● IBSS throughput

● IBSS re-join

무선랜 카드의 성능시험은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질

수없으며반드시노트북또는데스크탑PC 등에탑재

되어 시험이 진행되므로 시험대상 Station을 일컬어

SUT(System Under Test)라고 칭하기로 한다. 시험

에 사용한 노트북 PC의 사양은 CPU : Intel P3

933MHz, 메모리 : 256M, OS : Windows 2000

SP3이다.

시험에 사용된 기준 AP(Access Point) 및 Station

은 루슨트, 3콤, 시스코, 심볼사의 네 개 제품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SUT는 이 Wi-Fi AP와의 상호운용성

시험으로 Infrastructure에서의 데이터 전송속도, 로

밍 시험 및 IBSS와 같이 Station만의 독립 네트워크

를구성하는시험으로진행되었다.

2. 시험환경 및 시험방법

[그림 1]은 AP를 통해 분산시스템으로의 연결이 가

능한 Infrastructure 구조에서의 시험 구성도를 보여

주고 있다. 시험에 사용되는 AP는 총 4종류로써

신준호┃TTA IT시험연구소 네트워크시험센터 가입자망시험팀

전임연구원

장 웅┃TTA IT시험연구소 네트워크시험센터 가입자망시험팀

팀장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무총장 임주환)는 지난

2002년 12월 26일 ~ 30일에 걸쳐 ㈜엔씨아이시스템의

의뢰를 받아 IEEE802.11b 무선랜용 USB 카드(모델명 :

ET-USB08)에 대한 TTA Verified 시험을 진행하 다.

주요 시험내용에는 네 종류의 Wi-Fi AP와의 전송시험,

Roaming, Data payload 처리, Multicast 데이터 처리,

IBSS(Independent Basic Service Set) 성능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시험항목에서 엔씨아이시스템의 무

선랜 장비는 TTA Verified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 다.

TTA 시험·인증서비스

- 네트워크장비분야-

(주)엔씨아이시스템USB 무선랜카드,

TTA Verified 인증획득

시험·인증서비스 동향

ET-USB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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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entAP-1000, 3Com AP4111, Cisco 350 AP,

Symbol Spectrum24 11Mbps AP이다. Wi-Fi AP

는 이더넷 스위치를 거쳐 Chariot Console 역할을 하

는 서버 PC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SUT는 AP를 거쳐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다. AP와 SUT는 서로 5m 이내

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전송성능 측정을 위해서

NetIQ사의 Chariot 4.3를 사용하 고 Endpoint용

S/W version은 4.4이다. 본시험에서는Chariot에서

제공하는 시험 스크립트 중 FilesndL과 InquiryL 및

Realaud 세가지를 적용한다. Infrastructure에서의

Throughput 시험에서 적용하는 AP 설정은 [표 1]에

자세하게나와있다.

주요 설정 변수에는 Beacon 주기, AP Channel,

RTS(Request To Send), Fragmentation, WEP

(Wired Equivalent Privacy), AP Basic Rate 설정

이 있다. SUT는 이러한 설정이 적용된 AP에

association이 가능하도록 SSID(Service Set

Identity)와WEP 설정을AP 설정과일치시키고나머

지설정의경우Default로한다.

[그림 2] IBSS 구성에서도 SUT는 WEP과 SSID 설

정이 IBSS를 구성한 다른 Station들과 일치시키고 나

머지는 Default 값으로 한다. 단, IBSS에서는 IBSS

구성자가 되는 Station의 설정 Channel과 SSID를

따라야한다.

[표 1] Infrastructure에서의 AP 설정

[그림 1] [그림 2]

Item Vendor Beacon Channel RTS Frag WEP Basic rate

A

B

A

B

A

B

A

B

All

All

All

All

All

1, 2

All

All

On

Off

Off

Off

On

Off

On

On

Off

Off

Off

Off

400

600

Off

Off

Off

300

500

300

Off

500

300

300

1

1

6

1

8

10

11

11

100ms

100ms

70ms

200ms

50ms

200ms

120ms

200ms

Lucent

Lucent

3Com

3Com

Cisco

Cisco

Symbol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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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결과 및 분석

(1) Throughput 시험결과

Wi-Fi AP 4종과의 Throughput 시험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표 1]에 기술된 설정을 적용한 결과로써

Lucent, 3Com, Cisco, Symbol AP에 각각 (A), (B)

설정을 적용하 다. Throughput에 향을 끼치는 중

요 설정요소에는 RTS와 Fragmentation을 들 수 있

다. RTS는 전송하려는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가 RTS

Threshold 값보다 클 경우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기

이전에 먼저RTS를전송하여매체를 선점하는역할을

한다. RTS를 받은 상대방은 CTS(Clear To Send)를

보내어 답한다. Fragmentation 값은 데이터 프레임

의 크기가 Threshold 값을 넘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송시 프레임을 Threshold 미만 크기의 프레

임으로 잘라서 보내야 한다. 이와 같이 RTS와

Fragmentation은 Off 되어있을경우와비교하여추

가적인 Transaction이 발생하므로 Throughput의

저하를 가져옴을 쉽게 알 수 있다. WEP 설정의 경우

Exclusive-OR과 같은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

므로 큰 향은 없다. Beacon Interval과 Basic

Rate 설정변경은 Data가 아닌 Management/

Control 프레임과 관계가 있으므로 실제

Throuhgput에끼치는 향은미미하다.

무선채널 환경은 시간에 따라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동일한 시간에 대해서 주파수대역에 따라 달라지는 특

성을 나타내므로 동일한 설정이라 하더라도 주파수 대

역과 측정시간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짐을 염두에 두어

야한다.

시험설정을 살펴보면 AP의 설정은 각 Vendor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Station의 설정은 Default이다. 따

라서 Station에서 AP로의 Throughput은 동일한 인

증 기준값을 가지며 AP에서 Station으로의

Throughput은 Fragmentation Threshold 설정이

나 RTS/CTS Threshold 설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그

[표 2] Ad-hoc 네트워크 구성

구성 1 IBSS Creator IBSS Joiner 구성 2 IBSS Creator IBSS Joiner

Vendor SUT Cisco Vendor SUT 3Com

Channel 1 - Channel 11 -

RTS Off Off RTS 300 300

Frag Off 384 Frag Off Off

WEP Off Off WEP On On

구성 3 Creator Joiner 1 Joiner 2 구성 4 Creator Joiner 1 Joiner 2

Vendor Lucent Cisco SUT Vendor Lucent Cisco SUT

Channel 4 - - Channel 8 11 -

RTS Off 300 Off RTS Off 300 Off

Frag Off Off Off Frag Off 400 Off

WEP On On On WEP Off Off Off



에 맞는 비율로 감소된 인증기준을 적용하 다. 그 결

과 SUT는 TTA 인증기준을 만족하며 Wi-Fi AP들과

의 상호운용 및 성능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InquiryL 스크립트의 경우 default 설정의 데이터

크기가 100바이트로 정해져 있으며 이 데이터의

Request/Response 교환에 걸리는 지연시간을 3ms

로 가정할 때 이론적인 Throughput은 533Kbyte이

다. TTA에서는 이 값의 60%인 320Kbyte를 인증기

준 값으로 정했으며 SUT는 이 기준값을 모두 만족한

다.

(2) Roaming 시험결과

동일한 SSID를 가지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는 다

수의 AP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AP들은 주파수 간

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합이 되어있는데

Station은 네트워크 안에서 가장 신호가 강한 AP와

접속을 하도록 한다. 본 시험에서는 SUT가 이미 특정

한 AP와 접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AP로 re-

association하는 상황을 재현하여 Roaming 기능을

확인한다. 4종의 Wi-Fi AP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

했으며, SUT의로밍을확인할수있었다.

(3) Data Payload 시험결과

본 시험은 802.11 MAC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IPX

패킷을전송하려고할때802.2, 802.3, 이더넷2와같

은 데이터 encapsulation 형식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확인시험이다. Windows OS에서 지원하는 IPX 프로

토콜 설정중 데이터 encapsulation 형식을 바꿔가면

서시험을진행했으며, 최종확인은Chariot InquiryL

스크립트를 사용하 다. SUT는 세가지 형식에 대한

전송을모두성공적으로완수하 다.

(4) Multicast 시험결과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의 Host Membership Report 메시지를 통해 SUT와

또 다른 Wi-Fi Station 한 대를 Multicast IP인

225.0.0.1 그룹에 가입시킨 다음 Chariot 서버에서

AP를 통해 이 Multicast 주소로 실시간 오디오 신호

를 전송했을 때 끊김없이 잘 받는지 시험하 다. 데이

터 전송에는 Chariot Realaud 스크립트를 사용하

으며, default 설정은 80.736kbps로 일정하게 전송

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4종류의 AP는 모두 WEP 키

가 설정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default 값으로 한다.

시험결과 SUT는 70~80kbps의 속도로 패킷을 수신

하는것을확인하 다.

(5) Negative 시험결과

AP에 Station의 접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uthentication과 Association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SSID가 일치함을 기본 전제로 하

고 있다. 본 시험에서는 SSID 불일치시 Association

이발생하지않는지시험하 고, 또한WEP 키가일치

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인증과정에서 WEP 키 사용과

Shared key 인증을 동시에 적용하여 WEP키가 일치

하지않는경우Association이발생하지않는것을발

견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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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BSS Throughput 시험결과

AP가 없이 Station만의 Ad-Hoc 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는데 이를 IBSS라고 한다. IBSS를 생성하는

Station을 IBSS Creator라고 하는데 IBSS Creator

는 구성할 네트워크의 주파수 채널과 SSID를 결정한

다. 이렇게 구성된 IBSS에 SSID가 동일한 다수의

Station들이 가입하여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표 3]은 IBSS Throughput 시험구성과 이

에 따른 Unicast, Multicast Throughput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본 시험에서는 SUT와 Wi-Fi Station

이외에도 Throughput 측정을 위해 Chariot

Console도 IBSS 네트워크의구성에참여하 다.

SUT는 Cisco, Lucent, Symbol, 3Com과의 Ad-

Hoc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Unicast 및 Multicast 전

송시 우수한 전송속도를 나타내었다. IBSS 시험구성

3,4에서는 SUT가 Joiner로써 IBSS에 참여하여,

Unicast, Multicast Throughput을 측정한 결과

TTA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 으며, 시험구성 1,2에

서는 SUT가 IBSS Creator로써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각각생성되는SSID는서로다른값을가져야한

다. IEEE802.11 표준안에서는 Random한 값을 갖도

록 권고하고 있다. 3번에 걸친 반복시험에서 SUT가

생성한SSID는모두다른값임을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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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nfrastructure에서의 Throughput 시험결과

[표 3] IBSS의 전송 시험결과 (단위 : Mbps)

SUT 시험결과

시험구성 1

시험구성 2

시험구성 3

시험구성 4

Cisco -> SUT (1.71) / SUT -> Cisco (4.48)

3Com -> SUT (3.52) / SUT -> 3Com (3.40)

Cisco -> SUT (3.24) / SUT -> Cisco (4.27)

Lucent -> SUT (0.08) / SUT -> Lucent (0.08)

Lucent -> SUT (4.34) / SUT -> Lucent (4.19)

Cisco -> SUT (2.20) / SUT -> Cisco (4.29)

Unicast

Unicast

Unicast

Multicast

Unicast

Uni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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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으로 TTA는 ㈜엔씨아이시스템으로부터 의뢰

받은 801.11b 무선랜 USB카드(모델명 : ET-USB-

08)의 시험을 모두 완료하 다. 시험대상 장비는 TTA

무선랜 상호운용성 시험에서 모든 항목에 걸쳐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TTA Verified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 다.

(7) IBSS Re-Join 시험

SUT가 기존의 Ad-Hoc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되면

남아있던 Station들 사이에서만 Beacon 발생 분포가

이루어진다. 이 때, SUT를 이러한 Beacon 신호를 인

식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다시 위치시키면 자동적으

로 Beacon 생성에 참여하게 되어 Sniffer로 확인한

결과 IBSS를 구성하는 모든 Station의 Beacon이 고

루분포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MS, “홈네트워크 기술표준 노린다”
- `MS 윈도 미디어, 홈 네트워크 시장의 기술표준을 노린다.`

1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디지털 미디어 솔루션의 최신버전인 `윈도 미디어9’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자사의 윈도

운 체제 기반 PC로 제한했던 윈도미디어의 지원범위를 매킨토시를 비롯 PDA와 휴대폰, DVD, 오디오, 카 스테레오

등 다양한 정보가전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MS의 이같은 행보는 PC와 정보가전이 통합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홈

네트워크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즉, 각종 정보가전 제품에‘윈도 미디어를 이식함으로서 사실상 홈 네트워크의 기술표

준으로 자리잡는다는 것이 MS의 전략이다. 특히 MS는 `윈도 미디어9’가 오디오·비디오 플레이어뿐 아니라 압축기술

까지 포함한 엔터테인먼트용 토털 솔루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MS는 경쟁사 애플의 지원을 받는 또다른 멀티미

디어 기술표준인‘̀MPEG-4’가 이미 각종 정보가전제품들에 채택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시장에서 MPEG-4를 신속

하게 따라잡기 위해 윈도 미디어의 라이선스 요금을 MPEG-4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다. 현재 MPEG-4의 정보

가전 제품 1대당 라이선스 요금은 인코더·디코더 각 25센트인데 반해, MS측이 책정한 요금은 인코더 20센트, 디코더

10센트, 인코더와 디코더를 동시 채택할 때는 25센트에 불과하다. 멀티미디어 동 상 압축·재생 기술표준의 하나인

MPEG-4는 소니·필립스·제너럴 일렉트릭·삼성전자 등이 지원하는 규격이다. 특히 애플은‘̀퀵타임 MPEG-4’미

디어규격을 내놓는 등 이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MS가 낮은 라이선스 요금정책에도 불구하고

MS의 막강한 향력을 염려하는 다수 정보가전업체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

사기관 주피터 리서치의 마이클 가튼버그 애널리스트는“MS는 이번 조치로 MPEG-4 진 과 대등한 경쟁자의 위치로

올라섰다”며“디지털 미디어 기술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MS와 MPEG-4 진 간의 경쟁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이

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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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TTA(www.tta.or.kr)/네트워크시험센터는 ㈜다보

링크(www.davolink.co.kr)가 시험의뢰한 시험대상

장비(DUT: device under test) DA-100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Gateway에 대해

Bridge Mode의 Zero-loss Throughput, Store-

and-forward Latency, Aging 성능시험과 FRF.5

와 FRF.8.1 기능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대

상 장비는 하나의 Frame Relay V.35 E1 port와 하

나의ATM RJ48 E1 port를제공한다.

시험결과, 시험대상 장비는 FRF.5와 FRF.8.1에 대

한 성능시험에서 이론적인 최대 Zero-loss

Throughput과 5 msec이하의 낮은 Latency를 제공

하며, FRF.5/FRF.8.1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어

있음을확인하 다.

[표] Information of the DUT

2. 시험환경 및 시험방법

TTA는 ㈜다보링크가 시험을 의뢰한 시험대상 장비

(DUT)인 ATM Gateway DA-100의 Zero-loss

Throughput과 Store-and-Forward Latency에 대

한 성능시험 및 FRF.5와 FRF.8.1에 대한 기능시험을

그림 1과같은환경에서수행하 다.

본 시험에서는 두 대의 ATM 게이트웨이를 이용하

여 각 게이트웨이의 ATM E1(2.048Mbps, 1,920

Mbps for data transmission) port를 Back-to-

Back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각 게이트웨이의 Frame

김동호┃TTA IT시험연구소 네트워크시험센터

네트워크장비시험팀 선임연구원

박용범┃TTA IT시험연구소 네트워크시험센터

네트워크장비시험팀 팀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002년 12월 31일 (주)다

보링크(www.davolink.co.kr)의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Gateway(모델명 : DA-100)에 대하여

성능/기능 및 Aging 시험을 수행하여 TTA Verified 인

증서(번호 : TTA-V-02-005)를 발급하 다.

본 고에서는 두 대의 DA-100 ATM Gateways를 이용하

여 각 게이트웨이의 ATM E1(2.048 Mbps, 1,920 Mbps

for data transmission) port를 Back-to-Back으로 연

결한 환경에 대한 Zero-loss UDP throughput/Store-

and-Forward Latency/Aging 성능시험과 FRF.5/

FRF.8.1에 대한 기능시험 결과를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TA 홈페이지 시험인증서비스-시

험·인증결과의 시험결과요약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tta.or.kr/fileDB/It_network/networkResu

lt/최종국문요약서-02-246-다보링크.pdf).

TTA 시험·인증서비스

- 네트워크장비분야-

(주)다보링크, DA-100 ATM Gateway

TTA Verified 인증획득

시험·인증서비스 동향

Model name

S/W version

DA-100

1.0.2



Relay port에 Spirent Communications사의

SmartBits SMB-200 WN-3405 카드를 이용하여

IP(Internet Protocol) NLPID(Network Layer

Protocol Identifier) 트래픽을 양방향으로 60초 이상

동안인가하 다.

Zero-loss Throughput 시험에서는 60초 동안 3

회 시험한 결과의 평균값을 최종 결과값으로 하 으

며, Store-and-Forward Latency 시험에서는 60초

동안 20회 시험결과의 평균값을 최종 결과값으로 하

다. 마지막으로, Aging 시험은 64-와 1,518-byte

프레임에대해각각3일이상수행하 다.

Aging 시험과 기능시험을 제외한 모든 성능시험 항

목에 대해 SMB-200을 이용하여 64-, 128-, 256-,

512-, 1,024-, 1,280-, 1,515-byte Frame Relay

frames을인가하 다.

또한, SMB-200과 DUT간 그리고 Back-to-Back

으로 연결된 DUT들간의 링크를 통한 트래픽의 정상

적인 흐름과 프로토콜의 정상적인 동작을 검증하기 위

해 RADCOM PrismLite 장 비 와 Agilent

Technologies WAN Advisor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 다. 모니터링 장비는 사전시험 기간동안만 사용하

여최종결과값에는 향이없도록하 다.

3. 성능시험 결과

FRAME RELAY-TO-FRAME RELAY VIA

ONE CBR ATM PVC E1 LINK: FRF.5(ONE-TO-

ONE NETWORK INTERWORKING)

그림 2에는 각 DA-100을 FRF.5(Frame Relay

/ATM PVC One-to-One Network Interworking

Implementation Agreement)로 설정한 상태에서

ATM E1 link를통한양방향 Zero-loss throughput

을 이론적인 최대값의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2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모든 프레임 크기에 대하여 이

론적인 최대값의 100%에 해당하는 높은 Zero-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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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put을제공한다.

그림 3에는 FRF.5 One-to-One Network

Interworking에 대한 Store-and-Forward

Latency를 나타내고 있으며, 프레임 크기가 커질수록

Latency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프레임 크기가

일정한경우 input load의변화에대하여거의일정한

Latency 성능을 제공한다. 위 결과는 시험대상 장비

를 2개 사용한 결과이므로 단일 장비의 경우에는 위의

결과의 절반에 해당하는 latency를 제공하며, input

load에 관계없이 5msec 이하의 매우 안정된 지연성

능을보장함을알수있다.

FRAME RELAY-TO-FRAME RELAY VIA

ONE CBR ATM PVC E1 LINK: FRF.8.1

(TRANSPARENT SERVICE INTER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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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각 DA-100을 FRF.8.1(Frame Relay/

ATM Translation Mode Service Interworking

Implementation Agreement)로 설정한 상태에서

ATM E1 link를통한양방향Zero-loss throughput

을 이론적인 최대값의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으며, 모

든 프레임 크기에 대하여 이론적인 최대값의 100%에

해당하는높은Zero-loss Throughput을제공한다.

그림 5는 FRF.8.1 Transparent Service

Interworking에 대한 Store-and-Forward

Latency를 나타내고 있으며, 프레임 크기가 커질수록

Latency가 증가하며, 프레임 크기가 일정한 경우

input load의변화에대하여거의일정한Latency 성

능을 제공한다. 또한 시험대상 장비는 input load에

관계없이 5msec 이하의매우안정된지연성능을보장

함을알수있다.

FRAME RELAY-TO-FRAME RELAY VIA

ONE CBR ATM PVC E1 LINK: FRF.8.1

(TRANSLATION SERVICE INTERWORKING)

그림 6에는 각 DA-100을 FRF.8.1(Frame Relay/

ATM Translation Service Interworking

Implementation Agreement)로 설정한 상태에서

ATM E1 link를통한양방향 Zero-loss throughput

을 이론적인 최대값의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으며, 모

든 프레임 크기에 대하여 이론적인 최대값의 100%에

해당하는높은Zero-loss Throughput을제공한다.

그림 7에는 FRF.8.1 Translation Service

Interworking에 대한 Store-and-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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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cy를 나타내고 있으며, 프레임 크기가 커질수록

Latency가 증가하며, 프레임 크기가 일정한 경우

input load의변화에대하여거의일정한Latency 성

능을 제공한다. 또한, 시험대상 장비는 input load에

관계없이 5msec 이하의 매우 안정된 지연 성능을 보

장함을알수있다.

AGING TEST(MORE THAN 3 DAYS)

One-to-One Network Interworking,

Transparent Mode Service Interworking 및

Translation Mode Service Interworking 각각에

대하여 3일 동안 Aging 시험을 수행한 결과 시험대상

장비는 링크가 다운이 되거나 CRC 에러 등의 치명적

인 오류가 발생됨이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다.

4. 기능시험 결과

FRF.5(ONE-TO-ONE/MANY-TO-ONE

MULTIPLEXING NETWORK INTERWORKING)

Frame Relay DLCI(Data Link Control

Identifier)=16일때 One-to-One Network

Interworking일 경우에 대한 FECN/BECN/DE

(Forward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Backward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Discard Eligibility) bits 변화에 따른 ATM AAL 5

PDU(Protocol Data Unit)에 대한 Header 포맷과

수신FECN/BECN /DE bits의매핑에 관한기능시험

을 수행한 결과 시험대상 장비는 One-to-One

Multiplexing Network Interworking을 정상적으

로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rame Relay

DLCI=16에서 DLCI=20까지 5개의 Frame Relay

PVC(Permanent Virtual Channel)가 하나의 ATM

PVC(VPI=1, VCI=1)로 매핑될 경우에 대한 Many-

to-One Multiplexing 기능시험을 수행한 결과, 시험

대상 장비가 VCC(Virtual Channel Connection) 다

중화를정상적으로수행함을확인하 다.

FRF.8.1(TRANSPARENT/TRANSLATION

SERVICE INTERWORKING)

Frame Relay DLCI=16일 때 Service

Interworking일 경우에 대한 FECN/BECN/DE bits

변화에 따른 ATM AAL 5 PDU에 대한 포맷과 수신

FECN/BECN/DE bits 매핑에 관한 기능시험 결과, 시

험대상 장비는 Transparent/Translation Service

Interworking을정상적으로수행함을확인할수있다.

PCR Limiting and CIR&EIR Function Tests

One-to-One Network Interworking,

Transparent/Translation Service Inter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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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 대하여 PCR(Peak Cell Rate)을 ATM Link

용량의 50%에 해당하는 2,264 cells/sec로 설정한 경

우 세 가지 방식 모두 정확히 PCR에 의해 ATM 링크

의 셀 전송률이 정확히 Rate Limiting됨을 확인하

다.

그리고, CIR(Committed Information Rate) 역

과 더불어 EIR(Excess Information Rate) 역을

동시에 설정하고 DE&CLP(Cell Loss Priority)

Mapping 방법을 Mode 1으로 설정한 경우에 대한 시

험을 수행한 결과 세 가지 방식 모두 CIR을 초과한 트

래픽에 대해 DE=1(CLP=1)로 셋팅된 트래픽을 EIR

용량만큼전송함을확인하 다.

또한, EIR 역을 설정하지 않고 DE&CLP

Mapping 방법을 Mode 1으로 설정한 경우에 CIR을

초과하여 전송된 DE=0/1인 트래픽들을 해당 시험대

상장비에서정상적으로폐기시킴을확인하 다.

Mapping Frame Relay Frame to ATM AAL5

PDUs

그림 8에는 FRF.5 Network Interworking/

FRF.8.1 Service Interworking을 수행할 경우 각각

에 대한 프로토콜 변환에 따른 매핑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5. 결론

본 고에서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다보

링크(www.davolink.co.kr)가 시험의뢰한 시험대상

장비(모델명: DA-100 SoftWare/HardWare

Version 1.0.2) ATM Gateway 두 대를 이용하여

Bridge Mode의 Zero-loss Throughput, Store-

and-forward Latency, Aging 성능시험과 FRF.5

와 FRF.8.1 기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소개하 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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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대상 장비는 하나의 Frame Relay V.35 E1 port와

하나의ATM RJ48 E1 port를제공한다.

성능시험 결과, 시험대상 장비는 One-to-One/

Many-to-One Network Interworking과

Transparent/Translation Service Interworking

으로 설정한 환경에서 고려된 모든 프레임 크기에 대

해 이론적인 최대값의 100%에 해당하는 Zero-loss

Throughput을 제공하 으며, 시험대상 장비는

input load에 관계없이 5msec 이하의 매우 안정된

지연성능을보장함을알수있다.

기능시험 결과, 시험대상 장비에는 FRF.5와

FRF.8.1 인터워킹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어 있

으며, PCR limiting과 CIR/EIR 기능들이 정상적으

로동작함을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험환경 각각에 대해 aging 시

험을 3일 동안 수행하 으며, 시험결과 DA-100

ATM Gateway는 시스템이 down되거나 CRC error

가발생됨이없이정상적으로작동함을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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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USIM 국산화’팔걷었다

3세대 이동통신용 스마트카드인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fy Module) 국산화를 겨냥해 민관 차원에서 연구

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USIM은 2세대 GSM 환경의 가입자인증모듈(SIM)과 사용자인증모듈(UIM)을 모두 수용하

는 확장된 개념의 3세대 이동통신용 칩카드로, 로벌로밍·사용자인증·m커머스 등 포괄적인 기능을 한장의 카드에

구현할 수 있다. 12월 18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정보통신부 기술과제로 2003년

상반기까지 USIM카드를 개발키로 하고 하이닉스반도체·스마트카드테크놀러지(대표 정희원)·스마트카드연구소(대표

김운)·삼성SDS·효성 등 분야별 전문업체들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TRI는 향후

3년간‘IMT2000 무선인터넷보안 및 USIM 칩세트기술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USIM카드를 국산

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업계에서는 스마트카드연구소가 SIM카드와 USIM카드를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개발하

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인도의 전문 R&D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ETRI의 개발과제와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USIM

카드는‘3GPP’‘3GPP2’등 세계 표준규격에 부합하고 호환성·안정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기술개발의 관건이며, 현

재 젬플러스·슐럼버제 등 유수의 솔루션 업체들은 이미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비동기식 3세대 환경에서는

필수 사양이어서 SK텔레콤·KTF 등 주요 이동통신사업들은 내년 중 시범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세대 이

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USIM카드도 2003년께에는 국산화의 길이 열려 다양한 상용화 시도가 전

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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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TTA가 2002년 7월부터수행해온국제시험·인증

서비스는, 세계 최대규모의 시험 전문기관인 미국

VeriTest 사와 TTA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공동개발

한S/W 품질요구사항에의거하여소프트웨어의품질

을 심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마크

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VeriTest-TTA 품질인증

은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관련하여 그간 외국기관에서

값비싼 시험인증을 받아오던 국내 업체들이 10분의 1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시장에서 통용하는 인증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국내 업체

들의 서비스 신청이 잇따르고 있으며 2003년에는 더

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VeriTest-TTA 인증은 패키

지·컴포넌트·모바일·내장형·주문형 등 다양한 소

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기능성(Functionality), 적합성

(Compatibility), 사 용 성 (Usability), 성 능

(Performance), 국 제 환 경 이 식 성 (I18N:

Internationalization) 등을 시험하고 평가항목에 따

라‘굿 컬리티(GQ : Good Quality)’를 비롯한 각기

다른4종류의인증[그림 1 참조]을수여한다.

본 고 에 서 는 ㈜ 인 텔 리 전 스 웨 어 (www.

intelligenceware.com)가 시험의뢰한 Bizpus(GSS)

1.0에 대한 VeriTest-TTA GQ+Performance+

I18N 평가기준인 기능성(Functionality), 적합성

(Compatibility), 사 용 성 (Usability), 성 능

(Performance), 국 제 환 경 이 식 성

(Internationalization) 등 5가지 부분으로 S/W 품질

이 주┃TTA IT시험연구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센터

전임연구원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2002년 12월 30일 ㈜인

텔리전스웨어(www.intelligenceware.com)의 Bizpus

(GSS) 1.0에 대해 S/W 품질시험을 수행한 결과

VeriTest-TTA 시험인증 평가기준을 통과하여 VeriTest

-TTA 국제인증서(인증번호 : VT-02-003) 및 인증로고

를 발급하 다.

본 고에서는 VeriTest-TTA GQ+Perpormance+I18N

시험·인증을 획득한 Bizpus(GSS) 1.0에 대한 내용을 소

개하고자 한다. Bizpus(GSS) 1.0은 기업간 거래

(Business-to-Business : B2Bi)와 기업 내부조직간 협

업(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 EAI)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업용 솔루션이다.

따라서 Bizpus(GSS) 1.0의 시험은 Bizpus(GSS) 1.0가

제공하는 전체 기능들(비즈니스 메시지 송수신, 비즈니스

메시지 처리, 데이터 변환,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외부

시스템 어댑터, 시스템 관리 등)에 대해 VeriTest-TTA

GQ+Performance+I18N1) 평가모듈에 따라 수행되었다.

TTA 시험·인증서비스

- 소프트웨어분야-

(주)인텔리전스웨어Bizpus(GSS) 1.0,

Veritest-TTA GQ+Performance+l18N

국제인증획득

시험·인증서비스 동향

1) GQ+Performance+I18N은 VeriTest-TTA가 수여하는 4가지 국제인증 중

의 하나로, 기능성(Functionality), 적합성(Compatibility), 사용성(Usability)을

측정하는 GQ(Good Quality)와 성능(Performance), 국제환경 이식성

(I18N:Internationalization)의 모든 항목을 평가하여 시험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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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수행한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Bizpus(GSS) 1.0은 기업간 업무통합 및 기업 내부

시스템간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크게 8

개의모듈로구성되어있다.

[그림 1] VeriTest-TTA 국제인증 로고

구분 Server client

MPA

DTA

AES

PFC

WPL

CM

Utility

1. 암호화/복호화, 전자서명의 생성 및 해석

2. 메시지 구성 및 해석, XML 문서의 파싱 및 검증

1. Data 변환수행

1. back-end system과 통신

1. 프로세스 수행

2. 스케줄러 JOB 수행

1. Web Page를 통한 프로세스 참여

1. Server 모듈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제공

1. 인증서 관리

2. DTD 메타정보 관리

3. 메시지의 구조관리

1. 변환함수 관리

2. 데이터 변환을 위한 MAP(Project, Transformation,

Schema)를 관리

3. User-Defined Schema 관리

1. SAP BAPI API 관리

2. SAP IDOC API 관리

1. Process 관리

2. Activity(Pre-built Activity, User-defined Activity

(Service) 관리

3. Process 모니터링

4. 스케줄 JOB 관리

1. Web Page 관리

1. 프로세스 기본정보 관리

2. Partner 정보를 관리

3. 메시지 모니터링과 프로세스 모니터링

1. Client 모듈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제공

[표 1] Bizpus(GSS) 1.0 솔루션 구성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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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듈의 기능을 메시지 처리와 연계하여 요약 설

명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외부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의 처리과정

이다.

●외부로부터메시지도착->MTA 수신->프로토콜

헤더로부터 정보를 추출(Partner, Routing

Tag)하여 메시지 내용과 함께 MPA로 발신->

MPA 수신-> 메시지 분석 및 System Variable

(BIZPID, Business Action Code 등) 추출

-> PFC에 메시지 도착을 알림->PFC 수신->메

시지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기동시킴(경우에 따라

MAP, WPL 등호출)

다음은 외부로 메시지를 송신할 경우에 대한 처리

과정이다.

●PFC에서 외부로 송신할 메시지 구조 생성

-> DTA Mapping Activity를 통해 외부로 보낼

실제 문서들을 생성-> SendMessage Activity

를 수행시켜 MPA에게 외부로 보낼 메시지의 정

[그림 2] Bizpus(GSS) 1.0의 시스템 구성도

구분 Server client

MTA

1. 메시지 송수신

2. 지원 프로토콜 종류: HTTP(S), SMTP, FTP, Socket,

JMS Queue, LocalFolder Reader, FlatFile Reader

등

3. 위의 프로토콜들 중 SMTP, FTP, Socket, LocalFolder

Reader 프로토콜의 메시지 수신 스케줄은 PFC Client

의 기능인 스케줄 관리기능에서 정의된 스케줄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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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전달->MPA 수신->비즈니스 메시지를 생

성하여 Routing Tag 정보와 함께 MTA에게 전

달->MTA 수신-> MTA에게 받은 Partner 정보

에따라외부로송신

2. 시험환경

Bizpus(GSS) 1.0이 요구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사양을 반 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성능 테스

트를 위해 로컬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시험 외적인

환경요소를 제거하는 등 제품시험을 위한 최적의 환경

을 구축하 다. 또한, VeriTest Analyz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세부적인항목까지모니터링하 다.

3. 시험방법

TTA는 ㈜인텔리전스웨어와의 시험상담을 통해 시

험항목 및 인증종류를 GQ+Performance+I18N로 결

정하고 계약을 통해 확정지은 후, VeriTest-TTA 평

가모듈을 기준으로 시험인증 절차[그림 4 참조]에 따

라 본격적인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수행 중에 발견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체에 Bug Report를 제공

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귀테스트를 수행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 다. 이러한 개선의 과정을 통해 짧은 기간안에 피

상적결함및내재적결함을최소화하 다.

Bizpus(GSS) 1.0 제품시험은 이러한 과정으로 진

행되었으며, [표 3]과 같이 GQ+Performance+I18N

[표 2] Operating System 및 Hardware Coverage

Server Client

OS : Solaris 5.8(Korean)

CPU : 2*400MHz UltraSPARC-II CPU

Memory : 1GB

HDD : 36.4GB

OS : Redhat 7.1(English)

CPU : Pentium III 667MHz

Memory : 128MB

HDD : 5GB

OS : Windows 2000 Server(2EA, Korean)

CPU : Intel Pentium III 1GHz

Memory : 2GB

HDD : 6GB

OS : Windows 2000 Server(Japanese)

CPU : Intel Pentium IV 2.53GHz

Memory : 512MB

HDD : 75GB

OS : Windows 2000 Server(Dutch)

CPU : Intel Pentium IV 2.53GHz

Memory : 512MB

HDD : 75GB

OS : Windows NT Workstation 4.0(Korean)

CPU : Intel Pentium IV 2GHz

Memory : 1GB

HDD : 2GB

OS : Windows NT Workstation 4.0(Korean)

CPU : Intel Pentium IV 1.7GHz

Memory : 256MB

HDD : 2GB

OS : Windows 2000 Professional (2EA, Korean)

CPU : 2GHz

Memory : 1GB

HDD : 7GB

OS : Windows 2000 Server (Japanese)

CPU : 2.53GHz

Memory : 512MB

HDD : 75GB

OS : Windows 2000 Professional(Dutch)

CPU : 2.53GHz

Memory : 512MB

HDD : 75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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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Compatibility), 사용성(Usability), 성능

(Performance), 국 제 환 경 이 식 성

(Internationalization)에 대하여 테스팅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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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2 KServer (Korean)

WebLogic 6.1 sp2

Oracle 9i

각각 Oracle 8.1.7과  9i 에 연결

Server 2Server 1 Server 3

SAP R/3 Server

Oracle 8.1.7 Oracle 9i

Linux (English)

WebLogic 6.1 sp2

Oracle 8.1.7

Unix(Korean)

WebLogic 6.1 sp2

Oracle 8.1.7

jdk 1.3.0_02 jdk 1.3.0_02 jdk 1.3.0_02jdk 1.3.0_02

WinNT(Korean) Win2K Pro(Korean)

IW provides

각각 Oracle 8.1.7과  9i 에 연결 각각 Oracle 8.1.7과  9i에 연결

Server 4

Win2 KServer (Japanese/Dutch)

WebLogic 6.1 sp2

Oracle 9i

Server 5 Server 6

jdk 1.3.0_02jdk 1.3.0_02

Win2K Pro (Dutch)

Client

Win2K Server(Japanese)

[그림 3] Bizpus(GSS) 1.0 시험환경 구축도

시험 준비단계

제품소개,
인증종류 선택,
시험환경 합의

발견된
  오류수정
  및 개선

최종보고
인증심사
인증서 수여

제품분석
시험항목 선정
테스트 케이스 생성
시험, 회귀시험
오류발견

상담 계약
시험
분석

설계 (회귀)
시험

문제점
보고

개선 인증

시험단계 개선단계 인증단계

피드백

[그림 4] Veritest-TTA 시험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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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결과

VeriTest-TTA GQ+Performance+I18N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기능성

(Functionality), 적합성(Compatibility), 사용성

(Usability), 성능(Performance), 국제환경 이식성

(Internationalization) 의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것으로평가되었다.

기능성 항목은 5가지 부특성(Installation,

Functional completeness, Boundaries, Security,

Stability)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 20개 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 이 항목들 중에서 제품과 별개의 요소(N/A

: Not Available)인 2개를 제외한 18개 기준을 모두

통과하 다.

적합성의 경우, 13가지 부특성(Windows

Platforms : Installation, Support Windows

Fundamentals, Display, Accessibility, Support

Switching between tasks, Testing file I/O and

printing, Security, ONNOW/ACPI, Clustering &

Active Directory. Unix & Linux Platforms:

Functionality, Display, File & Print I/O,

Clustering)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 61개 요소로 구

성된다. 이 중 N/A항목 21개 요소를 제외한 40개 항

목이평가기준을통과하 다.

또한 사용성은 16가지 부특성(Maintain

consistency in Look and Feel, Provide

Shortcuts and Flexibility, Present Informative

Feedback, Design for Recovery from Error,

Reduce Memory Demands, Aid Orientation and

Navigation, Provide On-Line Help, Design for

Cursors, Design for Text, Design for Tables,

Design for Lists, Pushbuttons, Design for

Labels, Design for Check Boxes, Radio Buttons

and Dialog Boxes, Dialog Boxes)의 세부 50개 요

소 중에서, N/A 항목 1개 요소를 제외한 49개 항목이

평가기준을통과하 다.

[표 3] VeriTest-TTA GQ+Performance+I18N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기준

시험기준 내용

Compatibility

Functionality

Usability

Performance

Internationalization

OS와의 적합성 여부 시험

- 설치 및 제거, 파일관리, 데이터전송 및 입/출력

- 클러스터링 서비스(Advanced Server, Data center)

- Basic Function 등

기능의 정상적인 동작여부 시험

- 기능 완전성, 경계값, 보안성 시험 등

사용 편의성을 위한 디자인과 UI 컴포넌트 시험 등

- Guidelines for User-centered design

Guidelines for Basic UI Components(Cursor, Text, Font, List, Dialogue box, etc.)

의뢰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험항목 선정

- 특정기능 수행시의 반응시간, CPU 사용률 등

지원하는 외국어 운 체제에서 기능의 정상적인 동작여부 시험

- 설치, 문자입력, 문자깨짐 현상체크, 지역성 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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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 이식성은 4가지 부특성(Installation,

Character input, Check for character splitting,

Locales)의 세부 11개 요소 중 N/A 항목 3개를 제외

한 8개 기준을 모두 통과하 고, 업체와의 협의를 통

해 선정된 6개의 성능평가 항목 또한 평가기준을 통과

하 다.

5. 결론

본 고 에 서 는 ㈜ 인 텔 리 전 스 웨 어 (www.

intelligenceware.com)의 Bizpus(GSS) 1.0 제품에

대하여 VeriTest-TTA GQ+Performance +I18N 품

질인증을 수행한 결과를 소개하 다. S/W시험인증센

터에서는 개발된 평가모듈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 고,

시험기간 동안 결함에 대한 반복적 수정과 회귀시험을

통하여 S/W 품질완성도를 향상시킨 결과 2002년 12

월 30일 VeriTest-TTA Logo Certification

(GQ+Performance+I18N)을부여하 다.

[그림 5] TTA가 Bizpus(GSS) 1.0에 수여한 국제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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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 S/W 품질 시험인증 서비스는 국제 수준의 품

질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인지도 확보가 절실한

S/W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국내 기업들을

위해 신속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비용

으로 국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마련

되었다. 이에 TTA S/W시험인증센터는 세계 최대 규

모의 시험 전문기관인 미국 VeriTest사와 TTA가 국

제표준을기반으로공동개발한S/W 품질요구사항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시험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VeriTest-TTA 품질 시험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시험인증기준은 [그림 1]과같이Good Quality,

Good Quality & Optimized Performance, Good

Quality & Internationalized, Good Quality &

Optimized Performance & Internationalized로 나

뉘어진다.

[그림 1] VeriTest-TTA 국제인증 로고

본 고에서는 ㈜포스데이타(www.posdata.co.kr)가

시험의뢰한 ISign 2.0에 대한 VeriTest-TTA GQ

(Good Quality) 평가기준인 기능성(Functionality),

적합성(Compatibility), 사용성(Usability) 등 3가지

부분으로 S/W 품질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황석주┃TTA IT시험연구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센터

서연규┃TTA IT시험연구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센터

박광순┃TTA IT시험연구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센터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2002년 12월 12일 ㈜포

스데이타(www.posdata.co.kr)의 ISign 2.0에 대한 S/W

품질시험을 수행한 결과 VeriTest-TTA GQ(Good

Quality) 인증 평가기준을 통과하여 VeriTest-TTA 국제인

증서(인증번호 : VT-02-002) 및 인증로고를 발급하 다.

본 고에서는 VeriTest-TTA GQ 시험인증을 획득한

ISign 2.0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Sign 2.0은

싱 사인온(SSO: Single Sign-On) 프로그램으로 사용

자의 한번의 로그인 과정으로 인증서버와 연결된 모든 서

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싱 사인온 프로

그램인 ISign 2.0 시험은 주요 구성요소로 분류되는 사용

자(User), 관리자(Admin Server), 서비스(Service)의 세

가지 파트간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중점사항으로 하여

VeriTest-TTA GQ(Good Quality) 평가모듈에 따라 수

행되었다.

TTA 시험·인증서비스

- 소프트웨어분야-

(주)포스데이타 ISign 2.0,

VeriTest-TTA GQ(Good Quality)

국제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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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ISign 2.0은 PKI 방식의 안전한 사용자 인증체계

위에서 작동하는 싱 사인온 프로그램으로,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메시지 교환에 암호화, 인증, 무결성 그리

고 부인 봉쇄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공개키 암

호화를 이용하며, 각 서비스의 인증체계를 단일하게

통합한환경을제공하는제품이다.

ISign 2.0은 [그림 2]와 같이 관리자 서버, 사용자,

서비스 서버로 구성되며, 사용자와 서비스 서버 각각

에 인증처리를 위한 에이전트들이 위치한다. 사용자가

관리자 서버의 로그인 서버(Login Server)에 한번의

로그인과정을거치게되면, 인증서버(CA)에서클라이

언트로 인증키를 내려보내게 된다. 이 때, 사용자측에

설치되는 에이전트는 관리자 서버로 부터 받은 사용자

인증키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 서버에 직

접접속하게된다.

2. 시험환경

ISign 2.0은 [표 1]과 같은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구

동된다. ISign 인증서버는 Solaris와 Wowlinux에 설

치되며, 서비스와 연결을 위해서 서비스 서버는 JSP

나 ASP로 구현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표 2]와 같

이 윈도우 운 체제가 사용된다. 본 제품의 시험을 위

해서 시험환경은 시스템 구성도를 반 하여 [그림 2]

와 같이 로컬 네트워크를 구성하 으며, VeriTest

Analyzer 프로그램을사용하여세부적인항목까지모

니터링하 다. 이와 같이 ISign 2.0 제품시험을 위하

여 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시험에 외적인 환경요

소를 제거함으로써, 최종 시험결과에는 향이 없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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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Sign 2.0의 시스템 구성도

[표 1] Hardware Coverage

ISign Desktop(User)

ISign Server

(Admin Server)

ISign Agent(Service)

Intel Pentium Ⅳ

SunOS 5.7 : Ultra60

WowLinux 7.1 : Intel Pentium Ⅳ

Intel Pentium Ⅳ



3. 시험방법

VeriTest-TTA 시험인증 절차는 [그림 3]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VeriTest-TTA 품질인증 서비스

를 받기 위해서 고객은 먼저 TTA 홈페이지 혹은 전화

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업체는 시

험에 들어가기 앞서 시험항목 및 인증종류 등의 협의

를 위한 시험상담을 하게 되며, 이 때 결정된 사항에

의거하여 시험을 계약하게 된다. 계약이 체결된 후,

S/W시험인증센터는 본격적으로 접수된 제품을 시험

하게 되는데, 먼저 제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며, 테스

트 케이스 생성 등의 설계단계를 거친 후 시험을 수행

하게 된다. 시험 중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뢰

업체에 Bug Report를 제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

록 한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항목을 대상으로 회귀시

험을 하게 되며 모든 시험이 종료된 후 인증여부를 심

사하여인증서를수여하게된다.

ISign 2.0 제품시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

었으며, [표 3]과같이GQ(Good Quality)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Platform Compatibility), 기능성

(Functionality), 사용성(Usability)에 대하여 테스트

를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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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준비단계

제품소개,
인증종류 선택,
시험환경 합의

발견된
  오류수정
  및 개선

최종보고
인증심사
인증서 수여

제품분석
시험항목 선정
테스트 케이스 생성
시험, 회귀시험
오류발견

상담 계약
시험
분석

설계 (회귀)
시험

문제점
보고

개선 인증

시험단계 개선단계 인증단계

피드백

[표 2] Operating System Coverage

ISign Desktop(User)

ISign Server(Admin Server)

ISign Agent(Service)

Windows 98 2nd Editions(한 판)

Windows NT 4.0(한 판)

Windows 2000 Professional(한 판)

Windows XP Professional(한 판)

SunOS 5.7

WowLinux 7.1(커널버전 2.4.2)

JSP Server Agent

ASP Server Agent

SUNOS 5.7, WowLinux 7.1

Windows NT 4.0, 2000 Server

[그림 3] VeriTest-TTA 시험인증 절차



4. 시험결과

VeriTest-TTA GQ의 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

과, 기능성(Functionality), 적합성 (Platform

Compatibility), 사용성(Usability) 의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것으로평가되었다.

기능성 항목은 5가지 부특성(Installation,

Functional completeness, Boundaries, Security,

Stability)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 20개 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 이 항목들 중에서 제품과 별개의 요소

(N/A: Not Available)인 4개를 제외한 16개 기준을

모두통과하 다.

적합성의 경우, 13가지 부특성(Windows

Platforms : Installation, Support Windows

Fundamentals, Display, Accessibility, Support

Switching between tasks, Testing file I/O and

printing, Security, ONNOW/ACPI, Clustering &

Active Directory. Unix & Linux Platforms:

Functionality, Display, File & Print I/O,

Clustering )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 61개 요소로 구

성된다. 이 중 N/A 항목 22개 요소를 제외한 39개 항

목이평가기준을통과하 다.

또한 사용성은 16가지 부특성(Maintain

consistency in Look and Feel, Provide

Shortcuts and Flexibility, Present Informative

Feedback, Design for Recovery from Error,

Reduce Memory Demands, Aid Orientation and

Navigation, Provide On-Line Help, Design for

Cursors, Design for Text, Design for Tables,

Design for Lists, Pushbuttons, Design for

Labels, Design for Check Boxes, Radio Buttons

and Dialog Boxes, Dialog Boxes), 세부 50개 요소

중에서, N/A 항목 12개 요소를 제외한 38개 항목이

평가기준을통과하 다.

5. 결론

본 고에는 ㈜포스데이타(www.posdata.co.kr)의

ISign2.0 제품에 대하여 VeriTest-TTA GQ 품질인

증을 수행한 결과를 소개하 다. S/W시험인증센터에

서는 개발된 평가모듈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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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준 내용

Platform Compatibility

Functionality

Usability

OS와의 적합성 여부 시험

- 설치 및 제거, 파일관리, 데이터 전송 및 입/출력

- 클러스터링 서비스(Advanced Server, Data center)

- Basic Function 등

기능의 정상적인 동작여부 시험

- 기능 완전성, 경계값, 보안성 시험 등

사용 편의성을 위한 디자인과 UI 컴포넌트 시험 등

- Guidelines for User-centered design

Guidelines for Basic UI Components(Cursor, Text, Font, List, Dialogue box, etc.)

[표 3] Veritest-TTA 시험기준



시험기간 동안 결함에 대한 반복적 수정과 회귀시험을

통하여 S/W 품질완성도를 향상시킨 결과 2002년 12

월 12일 VeriTest-TTA Logo Certification(GQ :

Good Quality)을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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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 표준, 저작권 문제로「좌초 위기」

새로운 웹서비스 표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표준기구인 W3C는 1월 웹

서비스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실무단을 결성했다. 이 규정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거나 연결하는 수단으로 각

광 받고 있는 웹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트랜젝션을 상호 연동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W3C는 웹서비스에 필요한 표준언어를 제정함으로써 비즈니스에 필요한 웹서비스를 서로 연계시키는 복잡한 애플리케

이션을 좀더 단순하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표준언어가 제정되

지 않을 경우, 웹서비스 분야는 결국 분열하고 말 것이라고 W3C는 경고한 바 있다. 아이오나 테크놀러지의 CTO겸

W3C 웹서비스 아키텍처 위원회 회원인 에릭 뉴커머는“웹서비스 개발자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간의 협업이 가속화되

고 있다”며, “웹서비스 구성의 핵심은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여러 웹서비스를 통합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제작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 전문가들은 MS와 IBM, BEA 등과 같은 W3C

핵심 멤버들이 탈퇴함으로써 웹서비스 표준 제정이 무산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W3C의 회원사 중 MS와 같

은 일부 업체는 지적 재산 사용을 위해 로열티 지불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뉴커머는“W3C는 로열티와 특허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MS는 로열티 방식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며, “MS와 W3C는 특허 및 로열티 문제

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상태”라고 지적했다. 새롭게 창설된 웹서비스구성실무단(WSCG Web Services

Choreography Working Group)은 이런 일을 전담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이제까지 W3C와 OASIS 등 표준기구

들은 웹서비스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표준화했지만 절차 통합과 명령 방식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WSCG는 선언문을

통해“일각에서는 특정 업체 독립적인 공정한 포럼을 통한 세부규정 조치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웹서비스가 분열될 위

기에 직면했다”며, “여론과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 세부규정을 통해 종합적인 웹서비스를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하지만 표준제정에서도 업체 독립적이라는 말도 실천이 더 어려

운 법이다. W3C는 수많은 웹서비스 관련 기술 중 HP가 제안한 WSCL(코드명 휘슬)과 BEA, 인탈리오, SAP와 썬 등

이 제안한 웹서비스 구성 인터페이스(코드명 위스키)만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BPML과 ebXML의 BPSS, IBM의

WSFL과 MS의 XLANG 등이 W3C의 승인을 받아 경합을 벌이고 있다.

ISig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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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DMS 시스템은 조직내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공유

를 위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서들을 실시간으로 전

자문서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

하여 서지 정보 및 목차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다

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변화하는 지식정보의

환경에서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필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EDMS 시스템은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지원하고, 모든 종류의 컴퓨터 시스템

에서구현이가능함을원칙으로한다.

dDIMS는 조직내의 분산된 다양한 문서를 효과적으

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문서의 생성에서부터 폐기에 이

르는 생명주기(Life Cycle)를 지원하고, 대용량 사용

자를지원하는Web기반문서관리시스템이다. 본제품

은 순수 국내기술로 EJB를 이용하여 구현하 으며,

기업의 문서관리체계를 반 하고 Notes, MS

Exchange 등 Message Backbone Interface를 지

원한다. 또한 문서, 폴더, 부서, 개인별 문서보안 메커

니즘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레벨의 문서보안이 가능

하다. 이러한 EDMS 제품의 시험은 문서형식의 지원

정도, 업무적용 가능성, 보안수준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국제 품질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품질특

성(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

성)과 일반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

루어져야한다.

본 제품의 시험을 위해 국제표준 ISO/IEC 9126과

ISO/IEC 12119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평가모듈(EM

Ver 2.0)을 기준으로 하여, 품질특성별 평가항목들 중

에“dDIMS v3.0”의 제품평가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선별하고 시험 범위를 선정한다. 또한 업체에서 제출

한 자료(기능 Map)와 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제품

박광순┃TTA IT시험연구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센터

전임연구원

서연규┃TTA IT시험연구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센터

전임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사무총장 임주환)는 (주)유니

온정보시스템(대표이사 최인용)의 dDIMS v3.0에 대한 시

험을 수행하여 2002년 11월 27일 TTA Good Software

인증서(02-0025)를 발급하 다. dDIMS 제품은 전자문서

관리를 위한 웹기반 형식의 EDMS 시스템으로, 본 시험에

서는 S/W시험인증센터 평가모듈(EM)에 따라 EDMS 시스

템 특성을 반 하여 전반적인 항목을 검토하 다.

dDIMS v3.0

TTA 시험·인증서비스

- 소프트웨어분야-

(주)유니온정보시스템dDIMS v3.0,

TTA Good Software 인증획득

시험·인증서비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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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를참조하여전체기능리스트를도출하 다.

2. 시험환경 및 시험방법

본dDIMS 제품의시험을위해 [그림 1]과같이하나

의 스위칭 허브로 연결된 로컬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클라이언트(Windows 98 SE, ME, Windows 2000,

XP)는 로컬네트워크 상의 서버(Windows 2000

Server, Unix(HP-ux 11i), Linux(alzza linux 6.2)

에 접속하여 웹기반 EDMS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도

록 환경을 구축하고, 단위기능 및 복합기능 테스트를

수행하 다. 성능 테스트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 응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수의 가상 사용자를 생성하여 많

은 부하를 발생시킴으로써,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시스

템성능을측정하 다.

또한 회귀테스트를 위하여 Rational Teamtest를

사용하여 Repository를 생성하고 특정필드, 버튼, 기

능, 시나리오 및 규칙 등으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Test Requirement를 작성하

다. 그리고 화면에서 필수 점검항목을 정하여 스크

립트의 특정부분에 Verification Point를 삽입할 계

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 다. 참고로

dDIMS 제품의시스템구성도는 [그림 2]와같다.

[그림 1] 시험환경 구축

[그림 2] System Architecture of dDIMS



시험의 각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메트릭에 따라 검

토되어지며, 시험은 기능적 요소와 비기능적 요소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기능적/비기능적 요소 각각에

대해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고, 일반적인 단위기능으

로 검토되기 어려운 EDMS의 복합적인 기능을 위해

제출된 각종 설명서에 근거하여 복합기능을 추출하고

이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 다. 각 시나리오는 여

러 번의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작성되고 수행되는데,

복합기능의 시험을 위한 시나리오는 [표 1]과 같다. 비

기능적 항목의 시험을 위하여, 품질 메트릭에 제시된

품질특성 중 기능성 외의 품질특성에 대해 품질 메트

릭에서 점검가능한 부분을 추출하고, 가중치 적용이

가능한 평가항목을 선정하 으며, 그 외의 부분은 사

용자설명서와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각 평가항목의 특

성에맞는부분을도출하 다.

3. 시험결과 및 분석

dDIMS 제품의 시험은 [표 2]와 같이 7가지 품질특

성에 대해 이루어졌다. dDIMS는 전자문서 관리시스

템으로서 문서의 작성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에서 발생하는 작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

구에 따라 인터페이스나 기능의 일부가 변경 또는 추

가될수 있는솔루션 제품이다. 본 제품의 시험을 위해

서버로는 Windows 2000 server, Alzza Redhat

Linux 6.2, HP-UX 11i 등이 사용되고, 클라이언트

로는 Windows(98 SE, ME, 2000, XP) 계열이 사용

되었다. 문서관리 및 사용자 관리를 위한 DB로는

Oracle 8.1.5(windows 2000 server) 및 Oracle

8.1.7(Linux, HP-UX) 등이 사용되고, 웹로직 6.1 서

비스팩2가사용된다.

대부분의 단위기능들이 사용자 설명서 및 제품설명

서에 제시된대로 잘 작동되며, 복합기능의 경우도 문

제없이 잘 작동한다. 또한 전형적인 웹기반 인터페이

스 형식을 취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친숙감을 제공하

며, 사용중에도 거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이 원

활하다. 제품설치, 사용, 제거에 이르기까지 타 제품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이식이 가능하다. 본 제품은 사

내의 인트라넷 기반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므로 모든

사용자 등록이 관리자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유효성 검사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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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복합기능 시험 시나리오

복합기능 측정방법

권한의 중복설정 검사

권한설정의 유효성 검사

권한설정 중복 시 우선순위(Priority) 검사

특정 사용자에 대한 배타적 접근제어 설정

접근 제어레벨의 업무적용성

(비)권한자의 문서접근 제어(또는 방지)

문서의 반입/반출, 도래/경과 검사

제공된 사용자설명서와 제품설명서에서 기술된 전자문서 보안의 범위와 권한에 따

른 중복설정 가능성 검사

권한의 중복설정시 정상작동 유무 검사

동일한 문서에 대한 권한을 중복하여 설정하고 권한별 우선순위를 검사

접근가능 그룹에 소속된 특정 사용자 배제기능 검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접근제어 레벨의 업무적용 가능성 검사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문서의 정당한 접근허용 및 비권한자의 문서접근 방지를

검사

제공된 문서의 반출/반입 관리 및 보존년한 기능에 대한 전반적 기능검사



자의 관점이 반 됨에 따라 [표 2]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특성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

다.

본 시험을 위해 기존의 평가모듈에서 시험 항목들을

추출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수행하 으나 끊임없

이 변화하며 다양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요구를 고

려하면, 평가모듈의 계속적인 개선과 추가는 불가피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센터는 평가모듈의 추

가, 개선, 세분화 그리고 시험 인력의 전문화 등 소프

트웨어 품질인증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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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비록 발생빈도는 매우 낮지만 스크립트 오류가 발

생하는 것 등이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표 2]는

시험의전반적인결과를요약해서보여주고있다.

4. 결론

본 고에서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유니

온정보시스템에서 시험 의뢰한 dDIMS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 다. 본 시험에서는

EDMS 제품특성을고려하여 문서형식의지원정도, 업

무적용 가능성, 보안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

다. 본 제품의 시험·인증 기간동안 많은 결함을 수정

하여 제품의 품질 완성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사용

품질특성 결과

일반적 요구사항

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제품 및 제공업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으며, 바이러스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음

EDMS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기능이 거의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전자문서의 접근권한 설정의 경우 예시와

함께 제공되어 있음

접근권한의 중복설정이 가능하며 그룹내의 특정사용자에게 배타적 권한설정이 가능하여 조직의 권한체계를

반 할 수 있도록 하 음

소프트웨어 설치 후 제거시까지 결함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사용이 원활함

사용자의 오조작으로 인한 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발생빈도의 매우 낮아 재현이 어려움

소프트웨어 사용시에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대기시간이 길지않고 사용이 원활함

그러나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팝업 창을 초기구동시 시간이 약간 소요되나 일회성임

웹기반 방식으로 작동되며, 문서작성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사항이 인터페이스에 잘 반 되어 있음

또한 그룹별/사용자별로 권한설정이 가능하므로 관리자 측면에서 접근제어가 쉬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위한 문제해결 정보 등이 제공되며, 문제발생시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짐

서버는 Windows 2000 server, Alzza Redhat Linux 6.2, HP-UX 11i, 클라이언트는 Windows 98 SE,

ME, 2000, XP 등이 사용되었으며, DB는 windows 2000 server용으로 Oracle 8.1.5, Linux 및 HP-UX

에는 Oracle 8.1.7이 설치되었고 웹로직 6.1 sp2를 사용하 음

소프트웨어의 설치의 경우 솔루션 제품의 특성상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설치가 가능함

[표 2] 시험 품질특성별 시험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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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DAL v2.5는 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실 구축에 사

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웹 및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로

설계되어 모든 종류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학술자

료/멀티미디어/오디오/비디오/CD-ROM 등]를 다수

의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동시에 검색 및 구동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종 CD-ROM 콘텐츠는 서

버에 저장되며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저장된 각종

CD-ROM 콘텐츠를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매우 쉽게

검색및구동할수있는소프트웨어이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경, 관리화면의 구성

및 통계자료 구축, 새로운 CD-ROM 타이틀의 추가

그리고 기존 타이틀의 삭제 및 변경 등이 편리하게 운

용되며, 시간/공간적 제약없이 한 번의 마우스 조작으

로 새로운 CD-ROM 타이틀의 추가가 가능하도록

Index서버를 운 함으로써, 기존 도서관 사서들의 가

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스크립트 작성이나 관리에 필요

한 업무를 최소화하 으며, 실시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D-ROM 타이틀의 이용현황을 한 눈에 파

악할 수 있어 향후 추가소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제품은 ISO/IEC 9126과 ISO/IEC 12119를 기반

으로 만들어진 Evaluation Module(Ver 2.0)를 기준

으로 하여, 품질특성별 전체 평가항목들 중에“DAL

v2.5”제품의 특성을 반 하여 가능한 평가항목 및 시

험범위를 선정하여 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환경과

방법및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구자경┃TTA IT시험연구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센터

선임연구원

김 경┃TTA IT시험연구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센터 연구원

신석규┃TTA IT시험연구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센터 팀장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무총장 임주환)는 2002년

11월 (주)윕스(대표이사 이형칠)의 DAL v2.5에 대한 시험

을 수행하여 Good Software 마크를 부여하 다. 윕스의

DAL v2.5는 멀티미디어, CD롬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다수의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동시에

검색 및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변경, 관리화면의 구성 및 통계자료 구축 등이 용이하

며, 한 번의 마우스 조작으로 CD롬 타이틀을 추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시험은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그리고 제품 설명서 등을 주 대상으로 하여, ISO/IEC

9126(S/W 품질특성과 메트릭에 관한 국제표준)과

ISO/IEC 12119(패키지S/W 품질요구 사항과 시험에 관한

국제표준)를 기반으로 작성된 평가 모듈을 적용하여 수행

하 다.

TTA 시험·인증서비스

- 소프트웨어분야-

(주)WIPS DAL v2.5

Good Software 인증획득

시험·인증서비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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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목적 및 시험방법

2.1 시험목적

시장에 출시된 제품 또는 개발이 최종 완료된 제품

에 대해 다음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S/W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도함은 물론 실제 품질향상에

직/간접적인도움을주는데평가의목적이있다.

●제품의결함존재여부

●제품에 스트레스를 주었을 경우의 제품의 성능적

측면에서의작동여부

●제품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이나 사용자 설명서에

기술되어있는대로작동이되는지여부

●해당S/W에서요구하는기능정보를충분히제공

하는지여부

●S/W 제품을 이용하는 최종 사용자 측면을 고려

한기능및편의성등을제공하는지여부

2.2 시험환경 구성

[그림 1] 시험환경 구성도

하드웨어 운 체제

1

[Server]

○ CPU : Intel Pentium IV XeonTM Processor 2.4GHz/512K(2 cpu)

○ RAM : 4GB

○ HDD : 73GB

○ Network : T1급 이상의 전용선

[Client]

○ CPU : Pentium III 1.4GHz 이상

○ RAM : 512 MB이상

○ HDD : 약 1.1GB 여유공간

○ Network : 100Base-T LAN Card

[Server]

○ Windows 2000 Server(sp3)

[Client]

○ Windows 98

○ Windows Me

○ Windows XP Home

○ Windows XP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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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험범위

본 프로그램은 7가지 품질특성(일반적 요구사항, 기

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및

부특성을 기준으로 개발한 평가 모듈을 기준으로 시험

을 실시하 으며, 프로그램 메뉴를 기반으로 하는 단

위 기능시험과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기반으로 사용자

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흐름에 따라 시나리오를 추출

하여시험을수행하 다.

하드웨어 운 체제

2

[Server]

○ CPU : Pentium III 701MHz(2 cpu)

○ RAM : 4GB

○ HDD : 35GB

○ Network : T1급 이상의 전용선

[Client]

○ CPU : Pentium III 1.4GHz 이상

○ RAM : 512MB이상

○ HDD : 약 1.1GB 여유공간

○ Network : 100Base-T LAN Card

[Server]

○ Windows 2000 Server(sp3)

[Client]

○ Windows 98

○ Windows Me

○ Windows XP Home

○ Windows XP Professional

품질특성
품질특성

부특성

기능성(Functionality)

신뢰성(Reliability)

사용성(Usability)

효율성(Efficiency)

유지보수성

(Maintainability)

이식성(Portability)

일련의 기능 존재와 이들의 명세된 특성과 관련된 일련의 속성들의 집합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필요를 만

족하는 것이 기능이다.

적합성, 정확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준수성

명시된 기간동안 명시된 조건에서 S/W의 성능수준을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된 속성들의 집합

성숙성, 결함 허용성, 회복성, 준수성

사용자(실제 사용자나 묵시적인 사용자)가 사용을 위해 요구하는 노력과 그러한 사용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과 관련된 속성들의 집합

이해가능성, 학습성, 운 성, 선호도, 준수성

명시된 조건하에서 S/W 성능수준과 사용된 자원의 양 사이에 관계된 속성들의 집합

시간효율성, 자원효율성, 준수성

규정된 수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과 관련된 속성들의 집합

분석성, 변경성, 안정성, 시험가능성, 준수성

S/W가 다른 환경으로 이전되는 능력과 관련된 속성들의 집합

적응성, 설치가능성, 대체성, 공존성, 준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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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결과

시험결과는 평가대상인 7개 전 항목(일반적 요구사

항, 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

성)이 93% 이상을 만족시켜 합격기준을 상회하 다.

각 품질특성별 결과값과 시험의견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0

20

40

60

80

100

일반적
요구사항

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
보수성

이식성

제품 설명서 및 사용자 취급설명서 프로그램 및 데이터

[표 1] 품질특성별 시험의견

[그림 2] 품질특성별 시험결과

품질특성 측정결과

2. 기능성

1. 일반적 요구사항

[식별 및 표시]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음

[안전성]

실행 프로그램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

[적합성]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매뉴얼에 잘 제공하고 있으나 인쇄 관련 기능에 대한 정보제공이 다

소 부족함

제품에 대한 기능이 사용자 매뉴얼에 기술된 사항대로 대체로 잘 구현되어 있음

프로그램상에서 제한받고 있는 경계값 범위를 벗어난 입력에 대한 예외처리를 잘 수행함

[정확성]

사용자 매뉴얼에 화면 예제를 통한 각 기능의 사용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이 권고됨

대체로 모든 기능이 잘 수행되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측면의 보완을 권고함

[상호운용성]

다른 소프트웨어로의 데이터 저장가능에 대하여 사용자 매뉴얼에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 매뉴얼에서 제

공한 정보대로 다른 제품과의 데이터 교환기능이 잘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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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특성 측정결과

2. 기능성

3. 신뢰성

4. 효율성

5. 사용성

[보안성]

특정 사용자나 컴퓨터에 대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기능이 잘 수행됨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시스템 정보 및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관한 로그파일을 작성하여 클라

이언트를 모니터링하나 일부 사항에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보완을 권고함

[성숙성]

일정 운 시간 동안 프로그램 운 시 시스템에 향을 줄만한 치명적인 결함과 중대 결함은 발견되지 않

았음

[결함허용성]

시험기간 중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음

시험기간 중 대체로 다른 시스템에 향을 줄만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운용이 원할하나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해선 보완이 다소 필요함

오조작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방지하고 있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함

[회복율]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가 잘 수행되나, 사용자와 데이터의 선택적인 복구기능이 사

용자 측면에서 더 효율적임

[시간효율성]

프로그램 사용시 대체적으로 사용자 대기시간이 길지 않으며 반응시간이 빠른 편이나, 서버에서 CD 이미

지(데이터 및 비디오) 생성시 2~5분 정도 소요됨

[자원효율성]

프로그램 구동시의 CPU와 메모리 사용률이 양호하여 다른 프로그램과 동시에 사용해도 문제없이 수행됨

[이해가능성]

제품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프로그램 개요를 통해 제공하여 제품사용의 이해를 높이고 있음

제품의 각 기능의 설명을 제공하며, 복잡한 기능이 없어 이해가 용이함

제품 매뉴얼에 사용되는 용어가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으며,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이 화면 구성, 각 메뉴별

로 일관되게 구성됨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게 구현되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해하기 쉬움

도움말이 목차와 색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찾기쉽고 이해하기 용이함

필수 입력 역이 분명하게 표시되고, 적절한 레이블로 표현되어 있으며, 목록 인쇄시 등 출력 포맷의 변

경이 가능함

[학습성]

프로그램 메뉴 및 메시지 등이 알기쉽게 구현되어 필요한 기능에 대한 학습이 대체로 용이하나, 업무특성

(CD 이미지 생성 등)에서 기인하는 일부 작업은 학습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됨

[운 성]

메시지는 친숙한 용어/약어를 사용하여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음

CD이미지 생성과 같은 시간소요 작업에 대해서 진행상태 정보를 제시함

[선호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방법 및 배색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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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고에서는 ㈜윕스가 시험인증을 의뢰한 DAL

v2.5의 시험결과를 수록하 다. 시험결과는 평가대상

인 7개 전 항목(일반적 요구사항, 기능성, 신뢰성, 효

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이 93%이상을 만족

시켜 합격기준을 상회하 다. 그리고, 사용자와 인터

뷰와 설문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사용자들의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이러한 부분들이 시험과정에서 지적되고 개선된

것을 확인하여 현재 평가대상인 제품은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판단된다.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서 각각의 품질 부특성 및 평

가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은 시험성적서에 기술되

어 있으며, 그 내용을 인증절차를 거쳐 Good

Software 인증마크를부여하 다.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제품 자체의 품질은 매우

우수하며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되며, 해당 소프트웨어

의 사용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

은발견되지않았다.

품질특성 측정결과

6. 유지보수성

7. 이식성

[분석성]

사용상에 불편한 점이나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정보가 매뉴얼 및 FAQ 형태로 홈페이지에 정보를 잘 제

공하고 있음

FAQ 및 사용자 매뉴얼에 제공된 정보대로 사용상에 불편한 점이나 발생되는 문제해결이 용이함

[변경성]

프로그램 환경설정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 매뉴얼에 제공하고 있음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프로그램 실행환경을 변경할 수 있어 변경 가능률이 양호함

[적응성]

사용자 매뉴얼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시스템 운 환경에 대하여 사용자 매뉴얼에 제공하고 있음

사용자 매뉴얼에 기술된 하드웨어 환경에서 프로그램 동작상태가 양호함

[설치가능성]

설치와 제거에 관련된 정보가 사용자 매뉴얼에 제공되어 있음

서버 및 클라이언트 설치가 용이하며, 제품 업그레이드 및 프로그램 설치/제거 기능을 제공함

[공존성]

기본적인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과 충돌없이 프로그램이 잘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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