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되는 테스트 패키지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기 능하는지 
확인하고 모든 보안상의 맹점이 해결되 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는 최 종 고객(end customer)에게 최종적인 
성능이 중요 한 가치를 지니는 곳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예: 트 
랜잭션 및 타임 크리티컬 전송이 진행 중일 때) 연결 효율 – IoT 
솔루션과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 연 동 연결을 검증합니다.
네트워크 호환성 - IoT 솔루션과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 연동 
연결을 검증합니다. 다시 말해 제품이 올바른 로밍 성능을 
나타내는지, 네트워크 프로토 콜을 준수하는지,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만족스럽 지 않은 경우에도 기능하는지를 
검사합니다.

• 안테나 성능(Antenna Performance) – 이 패키지는 장치 
안테나가 사용된 모든 주파수 대역과 무선 기 술에 대하여 
기능하는지를 알아냅니다. 또한 이 패 키지는 장치가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예: 지하실, 밀폐된 환경, 개방된 환경 등)
에서 올바르게 작동 하는지 확인합니다. 안테나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 으면 장치가 너무 많은 네트워크 자원과 
전력을 소 비하거나 이동통신 구역의 경계부에서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문제해결(troubleshotting) – 이 패키지는 심층적 근 본 원인 
분석(deep root cause analysis)에 사용됩니 다. 문제 해결은 
보통의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으로서 프로젝트 진행 중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메인터넌스 릴리스 회귀 (Maintenance Release Regression) 
– 이 패키지는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완 료한 IoT 디바이스를 
위한 서비스로서, 기능을 변 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메 인터넌스 릴리스 회귀 테스트에서는 
기능의 변경 또는 추가가 디바이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텔레노어 커넥션에 대하여
텔레노어 커넥션(Telenor Connexion)은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텔레노 어 커넥션은 거의 20 년에 달하는 풍부한 IoT 경험, 강력한 솔루션 
포트폴리오, 협력적인 사업 방식을 통하 여 커넥티드 서비스의 가치를 더욱 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텔레노어 커넥션의 본사와 기술 센 터는 스웨덴에 위치하며, 영국, 미국, 
독일, 일본에도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elenor Connexion은 세 계 최고의 네트워크 
사업자 중 하나인 Telenor Group이 전액 출자한 완전자회사입니다.

www.telenorconnexion.com           
sales@telenorconnexion.com

라이브 코어 네트워크와 연결된 통제된 무선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모듈 및 베타 
버전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IoT 테스트 랩은 IoT 장치와 제품의 기능을 분석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IoT 테스트 랩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통제된 환경에 
서 고객의 제품을 시험하여 제품을 출시하였을 때 제품이 올바르 
게 작동할 것으로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에서 발생 가능한 오작동을 조기에 알아내어 제품을 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테스트를 실시한 후에는 고객에게 상세한 시험 보고서가 제공됩 
니다.

우리의 테스트 랩은 제품,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시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테스트 랩은 스웨덴의 
칼스크로나(Karlskrona)와 예테보리(Gothenburg)에 위치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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