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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목표

• 사 업 명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5. 06 ~ 2020. 05 (5년)

• 사업목적  :   국내 최초 글로벌 통신 사업자 인증랩 구축 및 네트워크 상호 운용성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통신 사업자 시장 진출 기회 마련

• 추진내용  :   Nokia NV-IOT 인증랩 구축, China Mobile NV-IOT 인증랩 구축

• 사업주체  :  미래창조과학부, 경상북도, 구미시

• 전담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수행기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사업규모  :  420억원 (국비 220, 지방비 100, 민자 100)

스마트 디바이스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및 

네트워크 장비 기술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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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사업소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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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절차

사업개요 인증개념

인증절차

FCC, CE, GCF, 

PTCRB 등 전자기기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강제성 시험

특화된 서비스 

및 

프로토콜 시험

인증시험 용

계측장비

시험망과 

단말기간 

연동시험

네트워크

사업자

시험망

글로벌 통신 사업자

실제망과 

단말기간 

연동 시험

이동통신

사업자

실제망

인증 시험 용 계측장비

국가기관 및 사설 기업

인
증
내
용

필
요
장
비

NS-IOT NV-IOT Field TEST

인
증
서
발
행
서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사업을 통한 인증지원

(지원 기관/기업 전무)

국내 기관/기업

인증 지원 중

이동통신

사업자 인증

적합성 인증

강제성 인증

인증의뢰 제품출시강제/적합성 인증시험 통신망 사업자 인증 시험

통신사업자 향 모바일 기기 및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인증

(NS-IOT, NV-IOT, 필드테스트)

이동통신기기 인증

(PTCRB, GCF)

전기/전자기기 인증

(FCC, CE 등)

세계 1위 유지

모바일 단말시장
글로벌 1위

IoT 디바이스
중소기업 육성

기업 육성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 및
수출지원

장비
경쟁력 강화

•중국, 북미, 유럽 등의 모바일 단말 시장 장악 위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해외통신사업자 전용 단말 시장 진출기회 마련

•IoT 디바이스 개발 중소기업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시험 및 인증지원

•엑세스 네트워크 장비 개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주 요

내 용

Life'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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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중국

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

미국

대한민국

중국

프랑스

인증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신흥국 통신

사업자 인증 확장 

• 인도, 베트남 등 ICT 급성장 국가를

    중심으로 인증랩 국내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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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2 단계 ′17~′20 3 단계(예정)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 시험인증 지원
- China Mobile NV-IOT 시스템 구축

• 글로벌 1위 이동통신 사업자 시험인증

• 글로벌 LTE-TDD 협의체 GTI 시험인증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자 시험인증 지원

- Nokia NV-IOT 시스템 구축

• 글로벌 1위 네트워크 사업자 시험인증 

• EMEA 지역 및 Nokia 장비를 도입한       
   이동 통신사 대상 시험인증

1 단계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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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성

Network Architecture Test Case

Network Frequency 

Network Test Case

2G
CS IOT High/Low Layers Validation
PS IOT High/Low Layers Validation

3G
CS/PS Call and belonging tests
HSPA Features
Inter – Band test cases

4G

Basic Attach
General Telecom
Performance Testing DL/UL
Mobility – Handover
IRAT

Network Band(Frequency) Service Operator

2G GSM 900, 1800 MHz ■ 아시아

     - China(China Unicom/Mobile)
     - India(AirTel, BSNL)

■ 유럽

     - Germany(O2,Telekom)
     - French(Free,Orange, SFR)

■ 아프리카

     - Ghana(MTN), Kenya(Safaricom)
     - South Africa(Neotel, Vodacom)

■ 아메리카 

     - Brazil(Claro, Nextel)
     - Colombia(Tigo)

3G WCDMA 900, 2100 MHz

4G LTE-FDD

B3 (1800 MHz)
B7 (2600 MHz)
B20 (800 MHz)
B28 (700 MHz)
B31 (450 MHz)

MGW

SGSN GGSN

MSC

HLR

2G/3G CORE

4G CORE

MMEHSS

SGW PGW

IMS Core

BSC(GSM)
BTS(GSM)

RNC(WCDMA)
BTS(NodeB)

eNodeB(LTE)
RRU(FDD)

2G(GSM) Access

3G(WCDMA) Access

4G(LTE-FDD) Access

Lab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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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성

Network Architecture Test Case

Network Frequency 

Network Band(Frequency) Service Operator

2G GSM GSM-900(900MHz)
PCS-1900(1900MHz)

■ 아시아

     - China(China Mobile, China Telecom)
     - India(Airtel, Jio)

■ 유럽

     - Finland (Ukkoverkot), Poland (Aero2)
     - Sweden (3), Russia(MegaFon)

■ 아프리카

     - Ghana(Blu Telecom), Uganda(Vodafone)
     - Gambia(Netpage), Nigeia(spectranet)

■ 아메리카 

     - Dominican Republic(WIND Telecom)
     - Brazil (On Telecom, SKY Brazil)

3G TD-SCDMA TD 1900 (1900MHz)
TD 2000 (2100MHz)

4G LTE-FDD
BAND 38 (2600MHz)
BAND 39 (1900MHz)
BAND 40 (2300MHz)

Network Test Case

4G

단말기 

인증 

시험항목 

물리적 IOT 시험 RF 연동 호환성 시험 (Uu)

서비스 IOT 시험 

네트워크 접속 시험, 인증 시험 

Inter/Intra 핸드오버 시험 

Data 서비스 시험, QoS 시험 

VoLTE 시험

네트워크

인증

시험항목

eNodeB IOT
시험 (X2)  

eNodeB 연동 호환성 시험 

eNodeB 핸드오버 시험 (X2)

EPC IOT   

시험 (S1)
EPC 연동 호환성 시험 

UE 성능 호환성 시험

MGW

SGSN GGSN

MSC

2G/3G CORE

4G CORE

MME

3 in1 HSS

SGW PGW

IMS Core

BSC(GSM)
BTS(GSM)

RNC(TD-SCDMA)
BTS(NodeB)

eNodeB(LTE)
RRU(TDD)

2G(GSM) Access

3G(TD-SCDMA) Access

4G(LTE-TDD) Access

DRA

Lab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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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전자정보기술원 및 서울 MFT 센터

기업지원

개발 R&D 

기초 · 응용 R&D

창업지원 

Basic & Applied R&D

Entrepreneurship Support

Corporate Support

Development R&D

R&D 기획 R&D Planning
IT융·복합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멘토링, IT융·복합 기술 기획 교류회

산학연 연구기획 협력네트워크 등 

창의적 기초·원천연구 지원, 기업연구소 연구역량강화 지원

구미시 핵심부품·소재 기술 개발지원 등

창업 아이템 도출 지원, 청년창직인턴지원

창업공간 및 창업활동 지원금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마케팅 및 인력양성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시험인증지원, 애로기술지원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기술지원 기술닥터사업 지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지원,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원

•설립일 : 2003. 3. 13(법인),  2007. 07. 30(통합)

•위   치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본원)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금오테크노밸리(분원)

•홈페이지 : http://www.geri.re.kr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지역기술혁신거점으로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R&D기획부터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상용화연구와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시제품제작, 마케팅, 인력양성, 

첨단장비를 활용한 애로기술 및 시험인증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성장을 위한 청년창업지원, 청년창직인턴지원 및 창업보육

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06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주요 서비스

0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및 서울 MFT 센터

모바일 최강국의 국가 핵심 거점 기관

모바일 필드 테스트

EMC�음성인식 시스템

국방, 자동차전장, 

정보통신기기,

가정용기기, 

조명, 의료,

방송용 기기 

전자파 적합성 

측정

음성인식 표준 

DB를 기반으로

무음향실 환경에서

모바일 융합기기 

음성인식 관련 

테스트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미

서울

수 도 권

서울MFT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서울 MFT 센터

서울MFT센터는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미)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도권 모바일융합

기업들의 해외 현지 상용망 테스트에 대한 사전점검(Pre-TEST)을 지원

IT의료융합기술센터(본관동) 모바일융합기술센터 3D디스플레이부품소재

실용화지원센터  

태양광테스트베드센터 진흥관 디스플레이핵심부품

국산화지원센터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2G

GSM, GPRS, EDGE,
CDMA 1X, EVDO

3G

WCDMA, HSPA+,
TD-SCDMA

인증 / 성능시험

모바일융합기기 적합성
음성인식 성능검증

4G

LTE-FDD / TDD, LTE-A,
WiMAX

글로벌 최대 모바일융합 TEST-BED

모바일융합
기술센터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11층

•홈페이지 : http://mctc.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