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최고수준의시험인증전문기관



’88. 12 전기통신기본법제30조에근거하여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TTA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설립

’00. 8 SW산업진흥법제13조에의거정부공인 SW품질인증기관자격획득

’01. 12 분당이전및시험인증연구소개소(ETRI로부터조직이관)

’02. 3 KT와 통신장비시험업무, MoU체결

’03. 5 블루투스국제공인시험소(BQTF) 자격 획득

’04.10 GSM휴대폰 GCF 국제공인시험소자격획득

’05. 2 GSM휴대폰 PTCRB 국제공인시험소자격획득

’06. 1 CDMA휴대폰 CCF 국제공인시험소자격획득

’06. 4 미국의 NTS와 ZigBee시험인증서비스에대한라이센스계약체결

’06. 7 WiBro 제품 WiMAX Forum 국제공인시험소자격획득

’06.10 WCDMA 휴대폰 GCF/PTCRB 국제공인시험소자격획득

’07. 2 동서울대학과 HDMI 시험업무협력에관한MoU 체결

’08. 1 상암 SW시험소개소

’08. 5 USB 분야에대한 USB-IF 국제공인시험소자격획득

’09. 2 Bluetooh 제품에대한 CTIA 국제공인시험소자격획득

’09. 3 Wireless USB분야에대한 USB-IF 국제공인시험소자격획득

’09. 5 정보보호제품평가(CC) 분야의 KOLAS 인정획득

’09. 5 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증진위확인단말기인증기관지정

’09. 9 수출용 SW 국제화ㆍ현지화시험및컨설팅서비스개시

’09. 10 국가정보원으로부터 CC 평가기관지정

’09. 11 WiMAX 전자파방사성능시험실개소

’10.  3 WiMedia Alliance 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획득

’10.  4 행정업무용 SW 적합성시험기관지정

’10. 11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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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대상 발굴

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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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는 ICT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발굴∙제정 및 제품의

시험인증서비스를 One-stop 으로 제공하는 민간 자율의

표준화및시험인증선도기관입니다.

연혁

TTA 시험인증전용홈페이지

IT제품 시험인증

http://test.tta.or.kr



시험인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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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기획부

네트워크시험인증단

SW시험인증단

방송시험인증단

이동통신시험인증단

중장기발전방향및기획전략수립, 마케팅전략및추진계획수립, 고객불만사항해소

DMB, 데이터방송, IPTV, 차세대방송장비등방송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험인증서비스제공

블루투스, CTIA 블루투스, 홈네트워크, 대기전력, LAN/MAN, MMoIP, IPv6, 네트워크장비 BMT, 

USB/WUSB, ZigBee, 하이패스단말기, UWB에 대한시험인증서비스제공

국내최고의정부공인 SW품질시험인증기관으로 SW의품질(성능, 기능성, 보안성, 연동성, 

표준준수성, 상호운용성, 안정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등) 시험인증서비스제공

GSM, WCDMA 휴대폰및WiMAX 제품에대한시험인증서비스제공

세계최고수준의

시험인증서비스

국제공인

시험기관

자격획득

ICT 최적의

시험기반조성

세계최고수준의시험인증 로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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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시 험 인 증

시시험험인인증증마마크크

TTA Certified

TTA, ITU, IEEE 등에서 제정한

공인된 시험인증표준에 적합함을

인증

TTA Verified

TTA가 자체적으로 정한 시험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GOOD Software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품질인증의 실시)

에 의한 SW인증

데이터방송

TTA 지상파 데이터방송 시험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DMB TTA Certified

TTA DMB 시험인증 기준에 적합함

을 인증

국 내 시 험 인 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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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Bluetooth 제품에 대한 국제시

험인증서비스 제공

CTIA Bluetooth

Bluetooth 제품에 대한 CTIA

국제인증시험서비스 제공

IPv6

IPv6 Ready 국제공인시험서비

스 제공

USB/WUSB

USB/WUSB 제품에 대한 국제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ZigBee

미국 NTS와의 제휴를 통한 ZigBee

국제시험인증서비스 제공

WiMedia

WiMedia PHY, Platform 국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정보보호

국제 공통평가기준 및 평가방법론

에 따른 정보보호 제품(H/W, S/W)

평가 서비스 제공

방송장비

디지털방송장비에대한CableLabs

인증용사전시험서비스제공

WiMAX

WiMAX 제품에 대한 국제시험인증

서비스제공

GSM/WCDMA

유럽, 북미 수출용 GSM/WCDMA

휴대폰에대한국제인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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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장 비 인증마크

주요활동

ㆍ美, NTS와 제휴를통한 ZigBee 국제시험인증서비스제공

ㆍ Bluetooth 국제공인시험소(BQTF : Bluetooth Qualification Test Facility)운영

ㆍ IPv6 Ready 국제공인시험서비스제공

ㆍ USB/WUSB 국제공인시험서비스제공

ㆍ CTIA 블루투스국제공인시험서비스제공

ㆍWiMedia 국제공인시험서비스제공

ㆍ대기전력저감을위한시험서비스제공(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ㆍ 국내통신사업자및공공기관의 BMT 시험수행

기대효과

ㆍ네트워크제품에대한해외시험비용및해외시험진행인건비절감

ㆍ네트워크제품의국제공인인증시험기간의 40% 이상단축가능

ㆍ네트워크제품에대한상호운용성시험(ION) 개최로제품간호환성확보및제품디버깅기회제공

ㆍ TTA 인증마크획득을통하여정부, 통신사업자, 공공기관, 교육기관등에장비판매시신뢰성확보

시험대상및마크

LAN, xDSL 통신응용, 정보보호, 광통신

블루투스

IPv6(라우터, 단말)

WPAN(UWB, ZigBee)

WiMedia PHY, Platform

USB(디바이스, 허브, 호스트 등 USB 2.0 제품)

WUSB(네이티브 디바이스, 디바이스 와이어어댑터, 호스트 어댑터등제품)

텔레매틱스/ITS

Server, MMoIP, VoIP(H.323, SIP, MGCP, MEGACO), 무선랜(IEEE 802.11a, 802.11b,

802.11e), 차세대PC, USN, 홈네트워크(게이트웨이, 홈서버, 정보가전)

연락처

Tel 031-724-0134   

E-mail netc@tta.or.kr

네네트트워워크크장장비비 시시험험인인증증 분분야야



주요활동

ㆍ GS(Good Software) 시험인증서비스제공

ㆍ CC 평가및컨설팅서비스제공

ㆍ행정업무용 SW 적합성시험수행

ㆍ벤치마크테스트서비스제공

ㆍ SW품질및테스트프로세스컨설팅서비스제공

ㆍ국제화(I18N)  현지화(L10N) 시험 및컨설팅서비스제공 : 일본수출용 SW 제품

ㆍ축적된시험전문기술전수를통한 SW시험전문인력양성

ㆍ Open Lab 서비스제공

ㆍ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SW개발 발주 프로젝트 및 구매 SW의 품질시험인증 수행(지경부, 행안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조달청, 경찰청, 검찰청, 정부기록보존소등)

ㆍ SW품질평가기반기술연구

기대효과

ㆍ정부공인인증기관의품질인증획득을통한제품신뢰성및인지도향상

ㆍ공공기관의 GS인증제품우선구매제도를통한판로지원

ㆍ조달청제3자단가계약체결및조달등록

ㆍ병역특례업체지정심사시가산점부여

ㆍ전자정부사업기술제안서평가시가산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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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제 품 인증마크

시험대상및마크

패키지, 모바일, 컴포넌트, GIS, e-biz, ERP, Game, 교육용 SW, 리눅스OS, 디지털콘텐츠,

콘텐츠 개발용, 보안용SW, SI, 웹관리도구, SW개발도구, 유틸리티, 홈네트워크, 스토리지,

바이오매트릭스, 임베디드, E-Learning 등 전 분야 SW  

정보보호제품(H/W, S/W)

연락처

TTA 본소 상암시험소

Tel 031-724-0191 Tel 02-2132-4040

E-mail sqec@tta.or.kr E-mail sqsc@tta.or.kr

SSWW제제품품 시시험험인인증증 분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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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장 비 인증마크

방송용 LCD 모니터, H.264 인코더, 비디오 서버, 그래픽 문자발생기, 송신기/중계기/변조기,

수신기, DMB데이터인코더 외 방송장비

지상파(ACAP) 및 케이블(OCAP) 양방향방송수신기

DMB 수신기

오픈케이블셋톱박스및케이블카드

자막방송수신기, 광송수신기(CCTV용)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방송장비, IPTV 수신기/솔루션/미들웨어/콘텐츠, 유럽향(DVB-T/C/S)
방송장비, 미주향(ATSC, OpenCable)방송장비, DMB, DVB-H, ATSC-M/H 방송장비, 디지털
AV인터페이스(HDMI, HDCP, DisplayPort),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수신기, 디지털CCTV장
비, 방송장비 BMT, 방송장비상호운용성시험

시험서비스제공

연락처

Tel 031-724-0233 

E-mail dbtc@tta.or.kr

주요활동

ㆍ방송장비시험인증서비스제공

ㆍ IPTV  시험서비스및 IPTV용 교환가능한 CAS(iCAS) 형식승인시험

ㆍ지상파DMB특별위원회와업무협력을통한 DMB 시험인증서비스제공

ㆍ양방향방송미들웨어시험인증서비스제공(ACAP, IPTV, OCAP, MHP)

ㆍ 케이블방송장비시험인증서비스제공(오픈케이블셋톱박스, 케이블카드등)

ㆍ 동서울대학과업무협력을통한 HDMI 시험서비스제공

ㆍ제주지식산업진흥원과제휴를통한모바일 TV방송현장시험서비스제공

ㆍ양방향방송미들웨어(ACAP, OCAP, MHP, IPTV) 자동 시험도구개발

ㆍ양방향방송미들웨어(ACAP, IPTV) Test Suite 개발

ㆍ미국 CableLabs와의 OCAP 시험규격사용라이센스체결

ㆍ유럽MTC(MHP Test Comsortium)와의 MHP 시험규격사용라이센스체결

ㆍMotorola DFAST 서브라이센스체결서비스제공

ㆍ 디지털방송 장비 품질평가 기반기술 연구

기대효과

ㆍ제조업체는제품생산성향상, 해외 시험인증비용절감, 제품 홍보효과극대화

ㆍ방송사업자는품질이검증된장비의안정성확보, 자체시험비용절감, 방송서비스품질개선

ㆍ품질이보장된제품의구입기준제시로소비자보호측면개선

시험대상및마크

방방송송장장비비 시시험험인인증증 분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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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ㆍ국제규격의휴대폰시험시설구축

ㆍ ISO/IEC 17025에 따른품질시스템구축및 KOLAS 인정획득

ㆍ국제공인시험기관자격획득및수출용휴대폰및제품에대한국제공인시험서비스제공

- GSM / WCDMA 분야, GCF / PTCRB

- WiMAX 분야 : WiMAX Forum

ㆍ 내수용휴대폰에대한 TTA Certified 품질인증시험서비스제공 : WiBro

기대효과

ㆍ국제공인시험소요기간을 1~2개월정도단축하여조기수출및신제품의시장선점에유리

ㆍ시험비용을절감할수있어국내휴대폰제조업체의경쟁력강화

ㆍ내수휴대폰품질향상및통신서비스확산유도

대 상 장 비 인증마크

시험대상및마크

WiBro

유럽향 GSM/WCDMA/HSPA+

미국향 GSM/WCDMA/HSPA+

Mobile WiMAX(WiBro 포함)

연락처

Tel 031-724-0228  

E-mail mctc@tta.or.kr

이이동동통통신신((휴휴 폰폰)) 시시험험인인증증 분분야야



9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 정책으로 추진 중이며, TTA는 전문

품질측정 기관으로서 시험 조건, 시험 방법, 시험 장비의 검증, 시험환경 구축,

전국 현장 측정 및 품질 평가 결과분석

주요활동

ㆍ’99년부터’05년까지이동통신분야음성및무선데이터품질측정수행

ㆍ’04년 인터넷을통한이동전화서비스 Coverage Map 제공

ㆍ’04년부터WCDMA 서비스품질측정수행

ㆍ’05년부터인터넷전화서비스시범측정수행

ㆍ’06년부터WiBro 서비스시험측정수행

ㆍ’07년부터 3G 서비스전국 200여개지역품질측정수행

ㆍ’08년부터인터넷전화서비스광역시권측정지역확대

ㆍ’08년부터WiBro 서비스광역시권측정지역확대

ㆍ’09년부터품질공개시스템에품질측정결과공개

ㆍ’10년 전국품질미흡지역에대해품질평가및통신사업자자체평가감독

정부에서는 TTA를 공식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070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접

속품질과 통화품질을 측정하기로 결정, 인터넷전화 품질 평가 기준, 지표, 방법

은 인터넷전화 품질협의회에서 결정하고 TTA는 측정을 수행하며 국내 인터넷

전화서비스의품질향상을목적으로추진

주요활동
ㆍ’04,‘05년 070 인터넷전화사업자품질평가수행

ㆍ’06년 070 인터넷전화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품질평가 수행

ㆍ’07년 070 인터넷전화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품질평가수행

ㆍ’08년 070 인터넷전화사업자품질평가수행

ㆍ’09년 070 인터넷전화사업자품질평가수행

ㆍ’10년 070 인터넷전화사업자품질평가수행

인터넷전화 품질평가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연락처

Tel 070-7780-0330

E-mail dklim@tta.or.kr

연락처

Tel 070-7780-0150

E-mail jang@tta.or.kr

휴대폰충전기 인증

정부의‘휴대전화충전구조표준화추진정책’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별로

상이했던 충전기의 입출력방식을 표준화하여 표준형 휴대전화충전기에 대한

TTA의 인증서비스 제공 및 시험기관지정·운영

주요활동

ㆍ휴대전화충전기시험기관지정및운영(3개)

(삼성전자, 아이스테이션, 에스테크)

ㆍ 표준형휴대전화충전기인증

ㆍ비품충전기에대한 TTA 인증마크획득계도

(비품충전기에대한실제폭발사례보도 : SBS, KBS, MBC, YTN, 

소비자원의Consumer TV 등)

ㆍ 휴대전화외부단자통합표준화(20핀)에 대한공청회개최(2007년 2월)

ㆍ 통합표준화(20핀) 관련 TTA 단체표준확정(2007년 11월)→국가표준채택(2009년 12월)

(TTAS.KO-06.0028/R4, TTAS.KO-06.0029/R2, TTAS.KO-06.0030/R3 등 3건)

연락처

Tel 031-724-0168 

E-mail cjlee@tta.or.kr

시시험험인인증증분분야야

·휴대폰충전기 인증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인터넷전화 품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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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T 서비스

개발자에게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구매자

에게 우수한 제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종제품의 비교·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테스트베드지원

고가의 네트워크, 디지털

방송 및 소프트웨어 시험

장비와 국내외 기준

(reference) 장비, 시험

지원도구를 갖추어 저렴

한 비용으로 업체가 자율

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환

경을제공하는서비스

상호운용성시험

국내외유관기관들과공동

으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국내유일의단체상호운용

성 시험으로,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는 장비들 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단체

로확인하는시험

시험기술컨설팅

시험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해 품질 수준 및 제품의

완성도향상을위하여기술

상담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

서비스

시험전문인력양성

시험 전문인력 양성 과정

을 운영하여 시험에 필요

한테스트전문인력을양성

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국내중소기업을지원

하는서비스

’09년부터 SW시험전문가

자격제도(CSTS) 운영

시험장비임대

임대 가능한 시험장비를

업체에게대여해주는서비스

부부가가서서비비스스

장비개발지원시험

개발 단계에 있는 IT 제품

을시험대상으로하며, 주로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중

소벤처기업에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개발 초기부터

시험에 필요한 인력, 장비,

테스트베드 및 시험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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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시험인증 031-724-0134 netc@tta.or.kr

· SW시험인증(TTA 본소)    031-724-0191 sqec@tta.or.kr

· SW시험인증(상암시험소) 02-2132-4040 sqsc@tta.or.kr

· 방송시험인증 031-724-0233 dbtc@tta.or.kr

· 이동통신(휴대폰) 시험인증 031-724-0228 mctc@tta.or.kr

· 휴대전화충전기인증 031-724-0168 cjlee@tta.or.kr

· 정보통신서비스품질평가 031-724-0330 dklim@tta.or.kr

· 인터넷전화품질측정 031-724-0150 jang@tta.or.kr

시시험험인인증증절절차차

계약 시험 인증

시험결과

국제및국내

공인인증서발행�� �� ��

��

��

시험성적서

발행��

��

시험인증

신청상담

분야별 문의처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67-2 (우편번호 : 463-824)

267-2, Seohyeon-dong, Bundang-gu, Seongnam-si, 

Kyonggi-do 463-824,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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