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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QL 인증서를 갖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WHQL 인증을 받은 장치 드라이버

WHQL은 Microsoft의 조직인 Windows Hardware Quality Labs를 의미합니다. 이 조직은 상이한 제조업체들의 장치 드라이버들을 정의된 표

준으로써 테스트하고, 모든 요구 사항들이 충족될 수 있을 때 인증서와 디지털 서명을 수여합니다.

이로써, WHQL은 인증된 드라이버가 Windows 로고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 및 Windows 운영 체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WHQL 인증서를 얻으려면, 장치 드라이버의 제조업체가 주어진 기준에 따라 드라이버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 후에, 드라이버 서명을 위하여 테스트 프로토콜이

Microsoft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Microsoft는 아마도 추가 테스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모든 테스트들이 통과되면, 장치 드라이버는 “WHQL 인증서”를 받을 것입니다.

Windows 로고에 추가로, 이 인증서는 장치 드라이버에 대한 디지털 서명도 포함합니다.

드라이버가 인증된 후에는, 드라이버에 대한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드라이버를 변경해야 한다면, 인증이 만료될 것입니다.

WHQL 인증을 받은 장치 드라이버의 이점

인증되지 않은 드라이버를 Windows OS에서 설치할 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림

1 참조). 이 경고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문제를 경고합니다. 종종, 이

경고가 고객을 불안하게 합니다.

WHQL 인증된 드라이버에서는, Microsoft가 이미 이 드라이버를 테스트했고 이 드라이버를 설

치할 때 시스템에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을 것

입니다.

WHQL 인증은 드라이버가 Microsoft 표준에 따라 철저하게 테스트되었다는 보장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더욱이, Windows 7 – 64 비트 시스템에서는 인증된 시스템만이 허용되고 있

습니다.

그림 1: 하드웨어 설치 중에 Windows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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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ye 드라이버 및 WHQL

WHQL 인증된 uEye 드라이버는, uEye 드라이버가 WHQL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Microsoft로부터 이 인증서를 받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디지털 서명을 받았

습니다.

모든 uEye 드라이버들이 WHQL 인증을 보유하거나 또는 앞으로 받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WHQL 인증 없이 uEye 드라이버를 Windows 시스템에 설치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uEye를 처음 실행하고자 할 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참조).

uEye .sys 및 uEye .dll 파일들은 모두 WHQL 인증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 그 파일들을 서로 교환할 수 없으며, 이 설치에 대한 WHQL 인증이 만료됩니다.

WHQL 인증을 받은 uEye 드라이버

첫 번째 WHQL 인증된 uEye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버전 3.70입니다.

출시되고 있는 각각의 uEye 드라이버가 WHQL 인증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이는 또한 각각의 드라이버 서명에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IDS는 각각의 드라이버

버전을 인증 받지 않고, 드라이버 개발에 막대한 단계들을 포함하는 모든 드라이버 버전들에 대하여 인증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WHQL 인증 드라이버 목록입니다.

• uEye 드라이버 3.70
• uEye 드라이버 3.82
• uEye 드라이버 4.20
• uEye 드라이버 4.30
• uEye 드라이버 4.40
• uEye 드라이버 4.50
• uEye 드라이버 4.60
• uEye 드라이버 4.70
• uEye 드라이버 4.71
• uEye 드라이버 4.72
• uEye 드라이버 4.80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