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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시스템의 개발이 한창이다

 

그러나 구현된 제품이 국제 표준과 일치하지 않으면 제품은 시장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 프로토콜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성 시험은 제품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본 고는 디지털 음향영상 통신 프로토콜로 자리잡고 있는

 

표준의 주요 프로토콜에 대한 구현 제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토콜 시험 방법을 조

사 분석하고 향후 연구 과제 및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서 론

정보처리 기술 및 통신망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케이블 위주의 통신서비스에서 무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일방적인정보전달방식에서탈피하여사용자

의 요구에 상호 작용하는 음향과 영상 등 멀티미

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 사용자의 요구에 상호작용하는 대표적

인 서비스로는 서비스

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비디오라 함은 흔히 인

식되고 있는 영화라는 의미와는 달리 총체적인

데이터를 의미한다

년음향및영상통신을위한표준화를위

하여세계각지의전문가들이모여만든국제표준

화기구가 이

다 의 목표는

혹은 와 같은 다양한 통

신매체들을사용하는광대역디지털서비스를위

해전세계적으로시스템및구성요소간의적합성

및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국제 표준안을 작성하

는것이다 이러한표준안은장차통신사업자 방

송사업자 통신및가전기기제조업체 정보제공

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사용자들 모두에

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업체에

서는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 표준안으로 자리잡

게 될 규격을 따르는 제품을 생산할 것으

로 기대된다

본 고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표준안인

표준 중 적합성 시험 기술을 중심으로 현재까

지 진행된 표준화 진행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진

행 예정인 표준화 사항에 대해 정리한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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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장에서

는 표준을 소개하고 장은 표준

의 시험 및 검증과정을소개하고 장에서는 적

합성시험 장에서는상호운용성시험 마지막으

로결론및 의향후표준화연구방향및범

위에 대하여 기술한다

 

표준 분석

의 활동 및 특성

은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그룹으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다 의 설립 목

적은 초고속 통신망 및 디지털 위성 방송 등과 같

은 다양한 통신 매체들을 사용하는 광대역

디지털서비스를위해전세계적으로시

스템 및 구성 요소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국제 표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은

등의 정보의압축부호화기술과

등의고속전송용량의통신망기술을표준화하여

멀티미디어서비스의조기실현을목적으로한다

이를 위해 은 중복 표준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기존의표준화활동결과를우선적으로채택

하고있으며새로이필요한부분만을표준으로제

정하고 있다 현재 과 긴 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있는표준화기관들은

등이다 은 디지털 기술

을 사용하는

그리고기타대화형서비스들과같은넓

은영역의응용서비스들을지원하는기술규격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규격은 방

송 주문형 비디오 및 사용자와의 대화 기능이 크

게요구되는홈쇼핑과같은광범위한서비스를제

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호성이 없고 완전

한 을정의한다 그리고이규격

은 구체적인 응용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

통신 프로토콜 시스템 구성요소들

사이에요구되는물리적

인 레벨에서부터 응용 레벨까지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규격을 정의한다

시스템 참조 모델

그림 은 표준에서정의한시스템전

반에 대한 참조 모델이다 이 모델은 시스템 엔티

티 정보흐름 참조점 인터페이스 정의 등 네 개

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 모델

에서는 엔티티 및 엔티티간의 정보흐름을 정의하

고 여러 참조점에서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요구사

항을 식별한다

시스템 엔티티는 콘텐트를 보유하고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나 로부터 정보를 받아들

이고 적절한 목적지에 배달하는

이다

시스템의 정보흐름은 근원지에서 목적지로의

제어 정보와 컨텐트 정보에 대해 정의되어 있

다 으로규정한

비트 스트림이 전달되는 이를 제어하

거나 응용프로그램을 다운로딩 받을 수 있는

과 에대한세션을설정 해제하기위한 이

들의 접속 을 제공하는 프로토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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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스템 참조 모델

프로토콜인 및관리평면 로정

의한다

참조점은시스템외부와의인터페이스를나타

내는 참조점 과 내에만 존재

하는 내부의 참조점 으

로나누어정의한다 참조점은영화제작자등

의 콘텐트 제공자 과 전

달시스템과의인터페이스를정의하나

규격에는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참조

점은 서비스 제공자와 전달 시스템 사이를 규정

하나 보완되어야 한다 참조점은 서비스 제공

자와 전달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을 기

본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조점은 서비스 사용

자인 에서 전달시스템의 인터페이스로서 다

양한 매체를 지원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참조점의 경우

를 갖고 있으며 이는 서브 시스템이 하나의

블랙박스이고 표준에대한적합성은외부

참조점에서만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모델은 개방형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를 모델로 각 정보흐름을 정의한다

계층 에는 의특정서비스에대한인

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애플리케이션 제어를 위한

에서는여러 에호

환성을 갖기위하여 로규정한 언어를사용하

기로 하였다 계층 이하에는 까지의 프로

토콜 스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세션 설정

을 위한프로토콜의 스택은

을

채택하고 와 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계층

은 및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접속

을 위한 프로토콜로는 규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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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흐름 및 프로토콜 스택

신 을 준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의 정보흐름 및 프로토콜 스택

시스템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스템간에 필요한 정보흐름을

그림 와 같이 정의한다 근원지 객체로부터 목

적지 객체로의 정보흐름에는 정보흐름의 특성에

따라 컨텐트 정보 및 제어 정보 또는 이 두가지의

정보가 포함된다

정보흐름은 주로 사용자 평면의 서버에서

까지의 로정의된컨텐트정보흐

름이다 정보흐름은 사용자 평면의 응용 서비

스계층의근원지에서목적지까지제어정보의흐

름이다 메뉴선택및 명령등의사용자제어

정보가 흐름을 통해 전달된다 정보흐름은

제어평면의세션 트랜스포트서비스계층의근원

지에서 목적지까지 제어 정보의 흐름이다 세션

확립 자원요구협상등의메시지가 흐름을통

해 전달된다

정보흐름은 제어평면의 네트워크 서비스

계층의 근원지에서 목적지까지 제어 정보의 흐름

이다 접속 설정 및 해제 포트 정보 등의 메시지

가 흐름을 통해 전달된다 정보흐름은 근원

지에서 목적지까지 관리정보의 흐름이다

시험 대상 프로토콜

가

은 흐름을위해 등

을 사용한다 표준은 서로 다른 제작자

들의 서로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구성된 클라이

언트 서버환경에서상호작용하는멀티미디어애

플리케이션의 분산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으

며애플리케이션의교환에대한최종형식의표기

를 정의한다 응용은 많은 선언적 코드로 구성되

며 호출 절차상의 코드도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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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은 한번 만들어지면 플

랫폼 어디에서나 실행할 수 있다 의 표

현 범위는 멀티미디어 응용의 상호운용성이 보장

되도록객체집합의구문과의미를정의하는것이

다 개발된 응용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

하면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 된다

나

는 과

비트스트림을 관리하

기 위한 제어함수 및 오퍼레이션을 제공하는 프

로토콜로서 에 정의되어 있다

은 흐름을 위한 프로토콜로

을사용한다 은사용자사이

의세션정보교환을위한프로토콜이다

은 초기화 시점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용자 장치를 자동으로 네트

워크에 등록하여 네트워크 주소 및 사용자 장치

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주소 그리고 네트

워크에서 사용자 장치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해준다

은 흐름을 위한 프로토콜로

를 사용한다 는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제어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이

다 프리미티브는 클라이언트와 서

비스 사이의 상호연동성 및 클라이언트 애플리케

이션의 이식성을 위한 주요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것으로 정보제공자가 내용을 서비스에 적재하고

클라이언트의 응용프로그램이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다

은 흐름을 위한 프로토콜로

을 사용한다 은

에 대한 터미널과 네트워크 사이

의 호 설정 및 해제를 다루는 프로토콜이다 다중

접속은 과같은 세션제어프로토콜

에 의해 수행된다

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접속 설정 및 해제

선택 및 할당

라

은 흐름을 위한 프로토콜로

라

고 하는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네

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구성요소로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관리 스테이션과 관리용 장치를 액세

스하는 그리고 대리인과 관리 스테이션

간의 관리 정보를 전달해 주는 관리 규약 등이 포

함된다

 

시험과 검증 과정

시험과 검증 과정

일반적으로 표준의 의미로 시험은 적합성 시

험과 상호운용성 시험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

다 상호운용성시험은 제품들간의 표준과의 적합

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적합성 시험은 상호운

용성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상호운용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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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험과 검증 과정

선행요구조건이다 제품의시험과인증의

의미로서 상호운용성시험이적합성시험보다현

실적이며보편적으로사용된다 적합성시험의결

과는상호운용성을도우며 시스템의시험

을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그림 은 시험과

검증 절차와 시험 과정에 따라 등록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표준의 시험 범위 및 수행 절차

의 에서는 적합

성 시험 및 상호운용성 시험에 대한 방법론 및 프

레임워크를 담당하고 있다 년 서울 회의에서

까지도 는 표준에 적합성 시험 부분을

포함하지않기로했지만 년 월뉴욕회의에서

적합성 시험 및 상호운용성 시험을 에 첨

가하기로 결정하여 표준에 대한 시험 연

구가 진행 중이다

표준에서 참조점 을

중심으로 정보흐름 에 대한 시험이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의 시험의 범위가 되며 시스

템의 시험은 서버 전달시스템 각각에 대한

적합성및상호운용성시험방법의개발을목적으

로 하고 있다

제품의 라이프싸이클은 그림 와 같

이 일련의 절차로 표현된다 제품의 구현은 규격

에 하게 이루지며 구현되는 동안에 수

행되는 은 시스템 시험 절

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험 절차는 두 가지 유형

의 표준화된 시험 즉 적합성 시험과 상호운용성

시험을 포함한다 표준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시

험 결과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진다

 

적합성 시험

개요

적합성 시험은 제품을 검증하는 첫번째 단계

제품 B

시험시험시험시험 및및및및 검증검증검증검증시험시험시험시험 규격규격규격규격

상호운용성 시험

TL w

TL z

적합성 시험

TL y

TL x
제품 A

A(ex: STB)

B(ex: Server) C(ex: Server)

등록등록등록등록 for A
B, C와 연동
H, I, J(표준)과 적합성

등록등록등록등록 for B
A와 연동
H, I, K(표준)과 적합성

등록등록등록등록 for C
A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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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품의

로 이는 구현 제품이 특정 표준에 적합하다는 것

을검증한다 은 에서제정한적

합성 시험 방법론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이 표준

에의하면시험대상 또

는구현제품 은

블랙박스로 취급되어 시스템 내부의 행위를 직

접 검사하지 않고 단지 시스템 외부의 관측 가능

한 지점에서 제어 입력에 대해 발생하는 출력에

의해서만 시험된다

표준에서는 에근거하여

표준 제품에 대한 시험 구조와 방법을 제

시하고있다 적합성시험의범위는 표

준에서정의하고 에서구현한물리적인시나

리오의기능을수행하는정보흐름 에대한참조

점 으로 하고 있다 이는 서버와 에 각

기 적용된다

표준의 참조점 에 관련된 프로

토콜은

및

표준 등이다 표준에서는

등과 같은

하위레벨프로토콜에대한적합성요구사항과시

험 케이스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프로토콜

에 관련된 시험 표준은 이미 제정되어 시험되고

있다 표준에서는 서버와 에 대한 적

합성시험방법 및 를정의하고있다 또

한 시험 절차는 표준에 의해 만들어진다

DAVIC 규격규격규격규격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규격
   시험 규격

  규격서

규 격 작 성

DAVIC compliant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구현구현구현구현
   기능 개발
   In-house Testing

제품

구 현 과 정

시험 보고서

시험 및 검증
  과   정

DAVIC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시험시험시험시험
   적합성 시험
   상호운용성 시험

인 증 과 정

DAVIC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인증인증인증인증
   Stamp(Logo)
   등록 등록

판매 및 사용

판매판매판매판매 및및및및 사용사용사용사용

    연동연동연동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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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합성 시험

표준의 제품은

및 등의 프로토콜

과 전달 신택스를 구현해야 한다 표준에

서는 에 대한 적합성 시험 방법 및

를 정의하고 있다

가 시험

시험 방법

시험은 에 정의된

만을 적용하며 시험 구조는

그림 와 같다 이 시험 방법은 시험 결과에 대

한 검증이 자동화 될 수 없고 일반적인 프로토콜

시험처럼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현물이

표준에 적합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구현물의 상위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이다 구현 제품은 첫째

객체에대한구문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의결과및 클래스의내

부행위 데이터스트림및구문시험 를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적합성은 데이터 스트

림 구문이

규칙에적합한가 그리고데이터스트

림이 규칙

에 따라 인코딩 되었는가를 검증함으로써 판정될

수 있다

시험 케이스

표준은 에

대한완전한 를제공하지

 

그림

 

시험 구조

않으나 의개발을위한가이드를제시하고있

다 시험 케이스는 와 의 요구사

항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시험 케이스의 구조는

를 따라 작성한다 다음은

을 위한 시험 케이스의 예이다

시험 목적

의 응용에 탑재 여부

시험 객체

외부 시험 사건 시퀀스

사용자는 응용을 선택하고 그를 탑재

함

Test System

LT

PCO

MHEG-5
IUT

PCO

SUT

Service Provider

PDUs and
Information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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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응용의 이 사용자에게 보여져야 함

나

시험 방법

클라이언트 측에서의

시험은 오직 가 구문적으로 올바른

를만드는가그리고응답을올바르게수신

하는가를 시험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클라

이언트는 응답을 수신한 후에 그 다음 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응답은 간접적

으로만 관측 제어되기 때문에 에서 응답이

올바로 처리되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응답의 결과는 애플리케이션 의

경우 에의해서만관측될수있다 그러나해당결

과로의매핑을정확히기술하는것은아주어렵거

나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표준에서는 의 올바

른 생성을 시험하고 응답을 수신할 때 가 제

동이걸리지않는가만을검사할것을권고하고있

다 이러한이유로 시험은 그림 과

같이 을 사용한다

시험 케이스

표준은 에 대한 완전한

를제공하지않으나 의개발을위한가이

 

그림

 

의 시험 방법

드를제시하고있다 시험케이스는현재

에 따라 개발중이다

다

시험 방법

은사용자서비스를수행하기위

한 세션 접속 프로토콜이다 이러한

커맨드의 시험 방법은 주로 포맷이나 상

태 전이 등과 같은 동적 적합성 요구사항이 중심

이 된다 커맨드 시험 방법은 그

림 과 같은 가 적절하다

시험 케이스

표준은 에 대한 완전한

를 제공하지 않으나 의 개발을 위한 가

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시험 케이스는

에 기술된 구조를 따르며 주로

프로토콜의 동적인 적합성 요구사항을 시험한

다 다음은 세션 설정의 시험 케이

스의 예이다

Test System

LT

PCO

DSM-CC
RPC
CDR

IUT

Service Provider

ASPs

PDUs and
Transfer
Syntax

MHEG-5

S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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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시험 방법

시험 목적

가 세션 설정을 요구하고 서버가 한

를 받아들이는지 검증

시험 시퀀스

는 메시지를

보내 세션설정을 요구

는 의필드를검사하고불일치가발견

되지 않으면 메시

지 송신

는 메시지를

보내고 로부터

메시지 기다림

는 의 모든 필드 검사

는 상태

이 설정되어 커맨드를 보낼 수

있는 상태

라

시험 방법

의시험 방법은동적 적합성요구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클라이언트 측의

를 시험하는 경우 오직 클라이언트가 구문

적으로올바른 메시지를만드는지그리고

응답을올바르게수신하는가를시험할수있을뿐

이다 이의 시험 방법은 시험 방법

과 유사하며 와 는 함께 시험

해야만 한다

시험 케이스

서버와 터미널측에서 정의된 을 사용하여

시험한다 이는 와 분리하여 시험할

수 없다

마

시험 방법

의시험방법은 그림 과같은

를 사용한다

 

그림

 

시험 방법

시험 케이스

터미널에 정의된 는 표준 제품에 포

함될 수 있다 는 플

Test System

LT

PCO

DSM-CC
UN

IUT

Service Provider

ASPs

PDUs and
Transfer
Syntax

SUT

STU

MIB

TCP/IP

Test System

SNMP
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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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등을 사용하여 시험 가능하다 시험 케이스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시험 목적

터미널 스택과터미널 의구현을시

험한다 객체의 설정을 시험한다

시험 시퀀스

시험 시스템의 브라우저에 터미널을

로드함

하나의객체를선택하여 명령을발

생함

시험 시스템과 사이에 커넥션을 설정

브라우저는 요청된 객체의 값을 디스플

레이

바

시험 방법

의 시험 방법은 그림 와 같은

를 사용한다

 

그림

 

의 시험 방법

시험 케이스

과 독립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는 터미널은표준 기능을지원해야한다

시험 목적

스택 시험

시험 시퀀스

와 의 주소를 알고

서버의 적합성 시험

표준의 서버 제품은

및 등의 프

로토콜과 전달 신택스를 구현해야 한다

표준에서는 와 마찬가지로 서버에 대해서도

적합성 시험 방법 및 를 정의하고 있다

가

시험 방법

의 경우와 다르게 서버의 적합성 시험은

서버가 올바르게 를 처리하여 해

당 로 반응하는지 검사한다 프

로토콜의 동적 행위는 서버가 동기적이거나 비동

기적으로몇개의 를처리하는가를증명한

다 시험 방법은 경우와 동일하다

시험 케이스

표준은 에 대한 완전한

를제공하지않으나 의개발을위한가이

STU

TCP/IP
ATM

Test System

TCP/IP
ATM

ATM Transport Layer

IP Packets



    

전전전전자자자자통통통통신신신신동동동동향향향향분분분분석석석석

 

제

 

권 제

 

호

 

년

 

월

드를제시하고있다 시험케이스는현재

에 따라 개발중이다

나

시험 방법

서버에 대한 커맨드 시험 방법

은 의 시험 방법과 동일하다

시험 케이스

표준은 에 대한 완전한

를 제공하지 않으나 의 개발을 위한 가

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시험 케이스는

를따르며 프로토콜의동적적

합성요구사항을시험한다 다음은시험케이스의

하나의 예이다

시험 목적

가 세션 설정을 받아들이고 부가적인 자원

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증

시험 시퀀스

는 에 메

시지를 보내고 가

오기를 기다림

는 의필드를검사하고불일치가발견

되지 않으면 메시

지 송신

는 메시지보

냄

는 의 모든 필드 검사

는 상태

이 설정되어 커맨드를 보낼 수

있는 상태

 

상호운용성 시험

개요

표준 제품에 대한 적합성 시험으로만

상호운용성을보장하지못하므로 이들제품에대

한상호운용성시험이요구된다 상호운용성시험

에 앞서 적합성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적합

성 시험의 비용이 고가이므로 적합성 시험과 상

호운용성시험을조합하여시험하는

시험 방법을 추천된다

표준에서의 상호운용성 시험은

의 응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제품 상호간의 통신을 위해

표준의둘또는그이상의제품에대한

상호연동기능을의미한다 상호운용성판정절차

는상호운용성시험활동에관련된전체적인과정

으로 그림 은 시스템의상호운용성판

정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상호운용성 시험 구조

상호운용성 시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

될 수 있는데 표준에서는 복잡성과 시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가

그림 과같은 의 경우에둘 이

상의 포함 가 전달 시스템을 통해 연결

되며 시험은상호운용성시험스위트에서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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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평가 절차

시험 케이스를 실행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의시험구조는 기능이없어사

람의 눈으로 나 트랜잭션을 검사한다 이러

한 은 사이의 연동에 대한 성공

및 실패를 명백하게 식별할 수 있다

나

위의시험구조는 그림 과같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연동

기능을 분류하고 시험 결과를 확인하기가 용이하

다

다

시험 수행시 오류 상황을 검출하고 복구하는

기능을 위해 에러 핸들링 절차를 갖는 시험 구조

가 필요하다 표준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그림

 

구조

 

그림

위해 그림 과 같이 의 에러 핸들링 능력

을 시험하기 위한 구조가 사용된

다

상호운용성 시험 스위트

상호운용성시험스위트는상호운용성시험케

이스들로이루어진다 이는시스템역할에대한포

시험 검증

profile ICS, IXIT 및 SCS 분석
ATS 선택, profile

시험 운용

시험 방법 및 파라미터 선정
시험 수행 및 시험 결과 분석

시험 결과

시험 보고서 작성

시 작

DAVIC 규격,
ATSs

끝

시험 준비

profile ICS, IXIT 및 SCS 개발
Control and
Observation

Service
Interface

Test Management Procedure

PUT
A

Control and
Observation

Network

Service
Interface

PUT
B

Control and
Observation

Service
Interface

Test Management Procedure

PUT
A

Control and
Observation

Network

Service
Interface

PUT
B

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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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괄적형식으로정의되며시험구조에무관하다 시

험 케이스는 상호운용성 요구사항과 관계가 있으

며 각각의시험 케이스는 시험케이스 와시험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가 시험 케이스

시험 케이스 는 시험 케이스를 요약하고 아

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케이스 구별자 시험 케이스에 대한 참

고 사항을 제공한다

시험 목적 시험되어야 할 기능에 대

한 시험 목적을 기술한다

시험 시나리오 요약 선택 사항 시험되어야

할 기능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기대되는 결과 시험이 올바르게 수행되었을

때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한다

나 시험 시나리오

시험목적을위해시험할기능에대해보다상

세히 기술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시험을 시작할 때 필요한

시스템의 초기상태를 기술한다

시험 목적에 연관된 동적 행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시험 완료 후의 시스템의

상태를 기술한다

상호운용성 시험 절차

상호운용성시험은적합성시험과유사하게다

음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가

시험 대상 시스템이 표준에

한가를검사하는단계로서이는구현업자가제

출한 를검

사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는

와

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요약을 라 하는데 이

는 제품의 성능 지원 가능한 응용 서비스 개발

자에 관한 사항들을 항목별로 기술한다 는

또한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는

적합성 시험을 위한 문서이지만 이는 에 구

현된성능 에대한정보를담

고 있으므로 상호운용성 시험에도 역시 이용된

다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는

참조 이다

나

는 의서비스상호동작과

프로토콜의 동적 행위를 시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유형을 따른다

Control and
Observation

Service
Interface

Test Management Procedure

PUT
A

Control and
Observation

Network

Service
Interface

M M
Distorting

Relay

PU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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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에 대하

여 직접 를 시험

에서하나이상의 에

대하여 를 시험

실재 환경에서 하나 이상의 에 대하여

를 시험

둘 이상의 사이의 시험

 

결 론

본 고에서는 표준 제품에 대한 프로

토콜 시험 방법 및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표준의 시스템 참조모델과 프로토콜

을 분석하고 이들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

의 의 적합성 시험과 상호운용성 시험

에 대한 기술을 파악하였다 표준 에서

는 에근거하여서버와 에대한

적합성 요구사항과 및 가 정의되어 있으

며 상호운용성시험으로 방법등세

가지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표준에서는

향후 서버및네트워크등에대한시험스위

트 및 이들 상호간의 연동을 위한 상호운용성 시

험 스위트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본 고에서 분

석한 연구결과가 표준 제품에 대한 시험

에적용되고 표준의 시험스위트생성등

향후프로토콜시험연구에활용가능하리라생각

된다

약 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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