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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항목 및 결과 

번 호 시  험  항  목 
적 용 

여 부 
시험결과 페이지 

일반적 조건 

1 환경 조건(제 4조)  □적합   □부적합  

1.1 낙하 충격 시험(제 4 조 제 1 호)  □적합   □부적합  

1.2 신호단자간 충격전압(800 V)(제4조 제2호 가목)  □적합   □부적합  

1.3 신호단자와 접지간 충격전압(1 500 V)(제4조 제2호 나목)  □적합   □부적합  

1.4 상단자와 중성단자간 충격전압(2 500 V)(제4조 제2호 다목)  □적합   □부적합  

2 누설 전류(제 5조)  □적합   □부적합  

3 위해 전압(제 6조)  □적합   □부적합  

3.1 제 1 형식 E&M 단자(제6조 제1항 제1호)  □적합   □부적합  

3.2 제 2 형식 E&M 단자(제6조 제1항 제2호)  □적합   □부적합  

3.3 구역외 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전압(제6조 제1항 제3호)  □적합   □부적합  

3.4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 전압(제6조 제1항 제4호)  □적합   □부적합  

3.5 링다운/실선 전용회선 인터페이스 전압(제6조 제1항 제5호)  □적합   □부적합  

3.6 선간의 물리적 분리(제6조 제2항)  □적합   □부적합  

3.7 일반적 위해전압 조건(제6조 제1항)  □적합   □부적합  

3.8 호출신호원 제한(제6조 제5항)  □적합   □부적합  

3.9 대지로의 의도적 경로(제6조 제4항)  □적합   □부적합  

4 팩시밀리 송신정보의 기록(제 7 조)  □적합   □부적합  

전화용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5 신호전력의 기준(제 8조)  □적합   □부적합  

5.1 음성대역 신호전력(제 8 조 제 2 항 제 1 호)  □적합   □부적합  

5.2 음성대역 신호전력 - 통신망제어 신호(제8조 제2항 제2호)  □적합   □부적합  

5.3 음성대역 신호전력 - 데이터 전송 신호전력(제8조 제2항 제4호)  □적합   □부적합  

5.4 통과전송(제8조 제2항 제5호)  □적합   □부적합  

5.5 반사손실 - 2선식(제8조 제2항 제6호 가목)  □적합   □부적합  

5.6 반사손실 - 4선식(제8조 제2항 제6호 나목)  □적합   □부적합  

5.7 변환기 손실 - 4선식(제8조 제2항 제6호 나목)  □적합   □부적합  

5.8 구역외 구내가입자 회선의 직류조건(제8조 제2항 제7호)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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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시  험  항  목 
적 용 

여 부 
시험결과 페이지 

5.9 3 995 Hz ~ 4 005 Hz 대역의 신호전력(제8조 제3항)  □적합   □부적합  

5.10 100 Hz ~ 4 000 Hz 대역의 음성대역 종전압(제8조 제4항)  □적합   □부적합  

5.11 4 kHz ~ 30 MHz대역의 실선전압(제8조 제5항 제1호)  □적합   □부적합  

5.12 4 kHz ~ 6 MHz대역의 종전압(제8조 제5항 제2호)  □적합   □부적합  

6 횡전압 평형도(제 9 조)  □적합   □부적합  

7 온훅 임피던스의 기준(제 10조)  □적합   □부적합  

7.1 직류 저항(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적합   □부적합  

7.2 호출신호 수신시 직류전류(제10조 제3항 제3호)  □적합   □부적합  

7.3 
호출신호 수신시 교류 임피던스(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4호, 

제5호) 
 □적합   □부적합  

7.4 호출 등가번호의 계산(제10조 제4항)  □적합   □부적합  

7.5 DID기능을 구비한 구내교환기의 OPS 인터페이스 조건(제10조 제5항)  □적합   □부적합  

7.6 오프훅으로의 전환 제한(제10조 제6항)  □적합   □부적합  

8 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제 11 조)  □적합   □부적합  

8.1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호출간격(제11조 제1항)  □적합   □부적합  

8.2 온훅 신호 요구조건(제11조 제2항)  □적합   □부적합  

8.3 루프 전류 요구조건(제11조 제3항)  □적합   □부적합  

8.4 신호 간섭(제11조 제4항)  □적합   □부적합  

8.5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의 운용 요구조건(제11조 제5항)  □적합   □부적합  

9 자동 다이얼링 기능(제 12 조)  □적합   □부적합  

10 보청기 호환성(제 19 조)  □적합   □부적합  

10.1 축방향 자계강도(제19조 제1항)  □적합   □부적합  

10.2 반경방향 자계강도(제19조 제2항)  □적합   □부적합  

10.3 유기전압의 주파수응답(제19조 제3항)  □적합   □부적합  

디지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11 64 kbps 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제 13 조)  □적합   □부적합  

11.1 통과전송경로의 신호전력(제8조 제2항 제5호)  □적합   □부적합  

12. 2 048 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제 14 조)  □적합   □부적합  

12.1 통과전송경로의 신호전력(제8조 제2항 제5호)  □적합   □부적합  

13. 44 736 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제 15 조)  □적합   □부적합  

14.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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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시  험  항  목 
적 용 

여 부 
시험결과 페이지 

종합정보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15 1 차군속도 회선(제 16 조 제 2 호)  □적합   □부적합  

단말장치 접속기준(한국통신공사 공시 제2001-18호) 

16 비대칭 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적합   □부적합  

17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 접속  □적합   □부적합  

18 1 544 kbps 회선에 접속되는 전용회선 단말장치  □적합   □부적합  

18.1 통과전송경로의 신호전력(제8조 제2항 제5호)  □적합   □부적합  

19 155 520 kbps 회선에 접속되는 전용회선단말장치  □적합   □부적합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적합   □부적합  

20.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의 망 접속  □적합   □부적합  

2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의 멀티 캐스트 채널전환  □적합   □부적합  

20.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의 음성 복호화  □적합   □부적합  

20.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의 영상 복호화  □적합   □부적합  

20.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의 전송 스트림역 다중화  □적합   □부적합  

20.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의 제한수신  □적합   □부적합  

20.6.1 CA Token 요청 메시지 확인  □적합   □부적합  

20.6.2 제한수신 모듈 요청 메시지 확인  □적합   □부적합  

20.6.3 동적 ID(Dynamic ID) 갱신 저장 확인  □적합   □부적합  

20.6.4 SVM 시스템콜(System Call) 동작 확인  □적합   □부적합  

20.6.5 다운로드한 제한수신 모듈을 이용한 스크램블(암호화) 콘텐츠 시청 확인  □적합   □부적합  

20.6.6 다운로드 받은 제한수신 모듈 ID를 이용한 스크램블(암호화) 콘텐츠 시청 확인  □적합   □부적합  

20.6.7 서로 다른 제한수신 모듈과의 호황성 확인  □적합   □부적합  

20.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의 콘텐츠 보안  □적합   □부적합  

21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단말장치  □적합   □부적합  

2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 및 접속 √ ☑적합   □부적합 8 

23 
접속커넥터(제 21조) 

※커넥터 세부 시험내역 또는 커넥터 형식승인서 사본첨부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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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시험내역 

3 – 2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 및 접속 

 

 

시험기준 시험결과 

비밀번호 설정 기능 여부 이상없음 

비밀번호 변경후 접속 여부 이상없음 

 

 

◎ 결과: 이상없음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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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장비 내역 

 

사용여부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교정일 차기교정일 

 SURGE GENERATOR EM TEST TSS500N2F 2019.03.07 2020.03.07 

 
WITHSTANDING 

VOLTAGE TESTER 
KIKUSUI TOS5051 2018.11.30 2019.11.30 

 
LONGITUDINAL SIGNAL 

POWER AND BALANCE SET 
COM-POWER LB 168 2018.11.30 2019.11.30 

 LOOP SIMULATOR COM-POWER LS 468 2018.11.30 2019.11.30 

 RINGER SET COM-POWER RS 368 2018.11.30 2019.11.30 

 IMPEDANCE TEST SET COM-POWER IS 268 2018.11.30 2019.11.30 

 
LONGITUDINAL BALANCE 

TEST SET 
WILCOM T-207 2018.11.30 2019.11.30 

 DUAL DISPLAY MULTIMETER Fluke 45 2018.11.30 2019.11.30 

 DUAL DISPLAY MULTIMETER Fluke 45 2018.11.30 2019.11.30 

 AC MILLIVOLTMETER LEADER LMV-182A 2018.11.30 2019.11.30 

 
DIGITAL PHOSPHOR 

OSCILLOSCOPE 
Tektronix TDS3034B 2018.11.30 2019.11.30 

 HAC PROBE 
Communication 

Certification Laboratory 
A-100 2018.11.30 2019.11.30 

 HAC PROBE 
Communication 

Certification Laboratory 
R-100 2018.11.30 2019.11.30 

 AUDIO GENERATOR LG AG-7001C 2018.11.30 2019.11.30 

 PCM CHANNEL MEASURING SET WANDEL & GOLTERMANN PCM-4 2019.05.24 2020.05.24 

 
15 MHz FUNCTION/ ARBITRARY 

WAVEFORM GENERATOR 
H.P 33120A 2019.05.13 2020.05.13 

 SYSTEM POWER SUPPLY H.P 6032A 2019.05.27 2020.05.27 

 
TELEPHONE ANALYZER WITH 
CALLER I/D & CALL WAITING 

Credix DD-5601 2019.05.13 2020.05.13 

 FILTER KROHN-HITE 3202 2019.05.13 2020.05.13 

 OPTICAL SPECTRUM ANALYZER ANRITSU MS-9710C 2019.05.21 2020.05.21 

 OPTICAL ATTENUATOR ANRITSU MN-9610B 2019.05.21 2020.05.21 

 OPTICAL MULTI POWER METER ANRITSU ML9001A 2019.05.21 2020.05.21 

 COMMUNICATIONS ANALYZER C.T.C T-STAR2000-T3 2018.12.06 2019.12.06 

 VECTOR SIGNAL ANALYZER H.P 89441A 2018.11.30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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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기자재 사진 

 

기자재 전면 사진 

 
 

기자재 후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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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상측 사진 

 
 

기자재 하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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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좌측 사진 

 
 

기자재 우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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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라벨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