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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제품 품질 향상

국제 품질표준에 근거한 평가를 통하여 국산 SW 품질의 국제 수준화
제3자 시험을 통한 품질 완성도 제고

SW 산업 활성화

사전 검증된 고품질의 SW 공급을 통한 SW 유통활성화
인증 부여를 통해 고객의 신뢰도 확보 및 마케팅 지원

시험 전문기술 개발 및 보급

CENTER
VISION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
SW시험센터 설립

패키지 SW(일반 사무용 SW, 
통신용 SW)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착수

상암시험소 개소
(SW품질지원센터)

패키지 SW 9개 분야로 시험·인증 대상 확대
기업용 SW, 과학용 SW, 일반 컨텐츠 개발용 SW, 
산업용 SW, 정보액세스 도구, 유틸리티 SW, 웹 관련도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로 이관

SW 전 분야로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국제
기술
협력

전문화·정보화·국제화

국제
표준화
활동

시험·인증

Open Lab

품질 표준

벤치마킹

인력양성

기술보급

SSWW 품품질질 기기반반기기술술 연연구구

세세계계적적 수수준준의의 SSWW 품품질질평평가가기기관관

국국산산 SSWW 
품품질질의의 세세계계 최최고고수수준준 달달성성

설립 목적

센터 연혁

2000. 9 2001. 1 2001. 7 2001. 12 2008. 22003. 1



패키지 SW 22여개 분야
모바일 SW
내장형(Embedded) SW
컴포넌트 SW
보안 SW
게임 SW 
GIS SW
e-Business SW
e-Learning SW
주문형(SI) SW 등 SW 전 분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거 국산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및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지원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등록(조달 법령 개정, 2004.8)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9160호, 2008.12.19)
- 우선구매 제도(정보통신부 공고 제2005-22호, 2005.4.16)
- 중소기업청 우선구매 제도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21329호, 2009.2.25)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중소기업청, 2005.7.1)
저렴한 요율의 성능보험제도 및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시행(중소기업청, 2005.7.1)  
국토해양부 GIS 소프트웨어 GS인증 의무화(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86호, 2003.11.25)
경찰청 학사관리시스템 GS인증 의무화(경찰청 공고 제2004-6호, 2004.6.1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면제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6호, 2006.4.24)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 인증 의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심사 시 심사 면제
병역특례업체 선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4점)
전자정부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부여(2005.9.23)
국방부 사업 발주 시 GS인증제품 우대(2005.11.30)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2006.2)
- GS인증제품 분리발주 및 감사기준 준용
우리은행 무담보 신용대출(하이테크론)

GS 시험·인증

인증 획득 효과

시험·인증 대상 SW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문의처 (TTA SW시험인증센터)
김지현 (031)724-0191, E-mail:sqec@tta.or.kr,  Fax: (031)724-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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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SW 테스트 기술 전수를 통한 SW 테스트
전문 인력 양성
테스트 전문기술 보급을 통한 국내 SW 테스트
기술 고도화
검증된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 및 보급

SW 분야 관리자 및 개발자
SW 분야 테스트 엔지니어
SW 품질관련 종사자

초급과정 : 테스트 전략, 기법 및
테스트 케이스 설계

중급과정 : 고급 테스트 기법, 자동화 및 성능
고급과정 : 테스트 계획, 실행 및 관리 기법

목 적

교 육 대 상

저렴한 비용으로 SW 테스트 개념 및 다양한
테스트 기법 습득
수준별 교육 및 사례 적용을 통한 효과적인
이론 및 실습 교육
교육과정과 자격증 제도 연계를 통한 검증된
전문 인력 양성

교 육 효 과

초급과정 : 3, 6, 9, 11월
중급과정 : 4, 10월
고급과정 : 11월

개 최 일 정

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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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TTA SW시험인증센터)
차순일 (070)7780-0260,  E-mail : sicha@tta.or.kr,   Fax : (031)724-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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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업체에게 시험 장비, 도구, 시험 장소 및 전문
인력 등을 제공하여 필요한 시험을 수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시험 장비
-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각종 장비 지원
시험 자동화 도구
- 성능 시험, 기능 시험 등을 위한 시험 자동화도구

(SW) 지원
독립된 시험 환경
- 업체가 독자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독립공간 제공
시험 전문인력 지원
- 업체가 필요로 할 경우 SW 전문시험원이 장비

및 도구 사용법과 시험 기술 등을 지원

다양한 시험환경에서 시험 수행 가능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제품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시험 전문 기술 습득

기 대 효 과

SW Testbed 지원

시험 장비
- Sun Fire 6800(16way) 외 각 벤더(Compaq,

IBM, HP, Fujitsu, Dell 등)별 다수 서버
- PC, Notebook, PDA 등의 기본 장비
- 임베디드SW 평가보드, 에뮬레이터, 디버깅장비,

타겟플랫폼, 테스트솔루션, RFID 및 모바일
장비 등 임베디드 장비

시험 도구
- 성능 시험 도구(HP사 Load Runner 외 다수)
- 기능 시험 도구(Rational사 Robot 외 다수)
- 소스코드 분석 및 시험 도구

(McCabe IQ 7.0 외 다수)
- 시스템 모니터링 및 튜닝 도구
- 웹 품질 및 트래픽 분석 도구

시험 장비 및 도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문의처 (TTA SW시험인증센터)
차순일 (070)7780-0260, E-mail:openlab@tta.or.kr, Fax : (031)724-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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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개발자에게 자사제품의 우수성 발굴 및 취약점 보완
기회 제공
객관적인 비교분석 자료 제공으로 구매자에게 우수제품
선택 정보 제공

기반기술 연구

BMT 평가 모델 및 평가 기준 개발
SW분야별 평가 모델 개발 등
- 그룹웨어 SW, 보안 SW, WEB 저작도구 SW,

워드 프로세서 SW, WAS SW, 서버보안 SW, 
Embedded OS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 SW

- 모바일 SW, Linux OS 등 국가 전략 SW

서비스 유형

외국 유수 SW와 동종의 국산 SW와의 BMT
동종의 국산 SW들 간의 BMT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Customized(맞춤형) BMT
HW들 간의 사양, 기능, 성능 측정 및 비교 분석
분리발주 SW BMT

BenchMark Test

외국유수 SW와
국산 SW의 BMT

동종 국산 SW들
간의 BMT

분리발주
SW BMT

HW들 간의 사양, 기능,
성능 측정 및 비교 분석

사용자 요구 사항에 따른
Customized(맞춤형)BMT

국산 SW의 우수성 부각 및
국제 경쟁력 제고

기술 수준 및 SWOT분석을
통한 제품 품질 향상

객관적인 BMT결과 제공으로
홍보/마케팅 효과 극대화

제품 개선 및
발전 방향 설정

22000022년년 11월월
BBMMTT 서서비비스스 제제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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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TTA SW시험인증센터)
곽행신 (070)7780-0241,  E-mail :kwak@tta.or.kr,  Fax : (031)724-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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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공동제작센터 404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상암시험소(SW품질지원센터)

문의처 (TTA 상암시험소)
▣ SW시험 김성희 (02)2132-4040, E-mail : sqsc@tta.or.kr, Fax : (02)2132-4099
▣ SW테스트베드 이종민 (02)2132-4013, E-mail : open@tta.or.kr

GS 시험·인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거
국산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및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지원

인증 획득 효과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등록(조달 법령 개정,

2004.8)
-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9160호, 2008.12.19)

·우선구매 제도(정보통신부 공고 제2005-22호, 2005.4.16)
·중소기업청 우선구매 제도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21329호,
2009.2.25)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중소기업청,
2005.7.1)

- 저렴한 요율의 성능보험제도 및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시행(중소기업청, 2005.7.1)  

- 국토해양부 GIS 소프트웨어 GS인증 의무화(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86호, 2003.11.25)

- 경찰청 학사관리시스템 GS인증 의무화(경찰청 공고 제
2004-6호, 2004.6.11)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면제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6호,
2006.4.24)

-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 인증 의무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심사 시 심사

면제
- 병역특례업체 선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4점)
- 전자정부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부여(2005.9.23)
- 국방부 사업 발주 시 GS인증제품 우대(2005.11.30)
-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2006.2)
·GS인증제품 분리발주 및 감사기준 준용

- 우리은행 무담보 신용대출(하이테크론)

시험·인증 대상 : SW 전 분야

BMT(벤치마크 테스트)

BMT 평가 모델 및 평가 기준을 적용한 동종 SW제품
간의 비교·평가 시험

기대효과
-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정보 제공
-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의 강점 및 취약점

파악을 통한 제품 보완 기회 제공
- SW 산업 경쟁력 강화
-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의 유도
- 국산 SW제품의 대외 신인도 및 이미지 제고

SW 테스트베드(OpenLab) 지원

SW개발업체가 직접 자사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시험장비, 시험공간, 시험전문인력, 시험자동화도구 및
각종 SW 등을 제공

기대효과
- 다양한 시험환경에서 시험 수행 가능
-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제품 품질 및 생산성 향상
- 시험 전문 기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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