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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링크
아마존 킨들, 아이패드·아이폰서도 본다
중소기업 70% "가업 승계하겠다"
"SMPD 이미지센서 기술 연구진실성검증 부적정

참토순수마늘진액. 100%국내산, ...
인피니티 공식딜러. 닛산딜러. ...
FDA등록 미국수출 양파엑기스, ...

“SW 안전성 국제 표준 가속화 대응 급하다”
기사등록일 2010.06.25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정보 유출방지와 개인정보보호 교육
EMI와 열 수치에서 최상 효율을 보
전문가 교육받고!! 아이팟터치 받고!!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한마디쓰기(0) -작게 | 기본 | +크게

[AD]생산성은 up 비용은 down! SQL Server 2008 R2
SW 안전성에 대한 국제 표준에 적극 대
응하지 않으면 SW 납품은 물론이고 수
출길이 막힐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
올 초 도요타 사태 등으로 자동차에 장
착되는 SW품질 문제가 화두가 된 가운
데 자동차 기능 안전(Functional safety)
눈 번쩍! News

국제 표준인 ‘ISO26262’가 내년 중반
시행되는 것을 시작으로 원전, 조선, 의
료 등 IT융합 제품에 대한 SW 안전성과

국내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전문가 포럼’이 발
족했다.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국헌 초대 의장, 이상은 SW공학
센터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품질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전문가 포럼(SSEF)은 24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포럼 발대식을 갖고 SW 안전성과 품

충격! 죽어도 영어 못하는 진짜이유?
제6회 정보통신표준화 우수논문공모전
3%도 못듣던 영어, 97%가 들렸다!
정보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 교육
빗을 선물하는 까닭은?
최신 IDC보고서 받고 영화도 보고!
교육생 전원에게 아이팟 터치 증정

질 향상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산학연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영수 오토에버시스템즈 상무는 “자동차에 장착되는 SW는 과거 HW의 보조적 개념에서 자체가 중요한 부

내 실비보험료 실시간 확인 서비..

품의 역할을 하게 됐다”며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솔루션 회사들은 내년 중반 시행될 ISO26262를 기존 개발

여름특별학기! 영어실력올리기 ..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해 절차와 방법, 개발 도구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상무는 “이 표준은

판매율 급증 흥국화재의료실비보험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차량 내 SW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기업은 이 표준에 부합해 개발했는지 증명해

[화제]나의 예상 연금수령액은 얼..

야 할 것”이라며 “국내 SW기업은 이를 인지하고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데이링크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은 “글로벌 IT융합 제품 바이어들은 더욱 까다롭게 SW안전성과 품질을 요구
하고 있다”며 “IT융합 시대에 SW안전성과 품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배두환 KAIST 전자전산학
과 교수는 “융합 제품의 제조와 수출 이전에 기업은 체계적인 SW 공학과 SW 안전성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
었어야 한다”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자동차와 조선 등 고부가가치 융합 분야 SW의 국산화와 안전성 확

낡은 일반샤워기,세균오염심각
지퍼달린 등산화 39,800원
고혈압. 당뇨. 치유의 길 열렸다.
단 하루면 삐뚤빼뚤 치아 고쳐?
샤워 후 눈이 충혈되는 이유

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70에 D컵? 될 수 있을까?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남편없이도 노후가 든든한 여자?
살며시 만져주기만 했을 뿐인데
등산화,신고벗기 편해야 안전
나는언제쯤 결혼하게 될까?TEST

클릭핫뉴스
올해 짝퉁폰 2억대 팔린다
u시티 설계 변경 지연으로 준공 지연 잇따라
KT어워드 수상자들, 개발협력사 자격부여
[AD] 병원비해결 끝 흥국실비보험
[AD] 내 연봉 2700만원, 대출 한도는?
[AD] 특허받은 돌출입교정 세계적인 오리건치과!!
“이런건 첨보네”…기발한 상품들

알뜰쇼핑
ⓒ 2010 전자신문 & e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없어서 못판다!"…
상반기 대박난 물건
들

한세TNG, 태양열 사업 진출
환경기술원, 해외시장 진출지원 설명회
석탄공사, 해외탄광사업으로 재도약
국내 유전탐사 기술 해외 진출

더보기 +

프리미엄서비스

충격! 죽어도 영어
못하는 한국인 뇌!

더보기 +

중국 스마트미터 설치 전망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주요 사안
SK Telecom Exceed 1 Million Users i
Mobile Carriers Focus on IT PR for

아이폰4와 갤럭시S
최근에 애플과 삼성이 각 회사
의 야심작인 아이폰4와 갤럭

비염, 코골이 잡는 귀신 출현!

낡은 일반샤워기,세균오염심각

샤워 후 눈이 충혈되는 이유

지퍼달린 등산화 39,800원

지퍼달린 등산화 39,800원

지퍼달린 등산화 39,800원

지퍼달린 등산화 39,800원

40代부부관계 내시경 수술로해.

펜택, 터치 메시징폰
`이즈` 출시

한마디쓰기

네티즌 의견 0개가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코
한국 전기차로 세계
일주

드

(영문 1000자 / 국문 500자)
좌측에있는 코드를입력하여주세요 (대소문자구분)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몸매부럽지?
살쉽게빼♥

명품다이어트
S라인Go

몸짱만들기
1+1이벤트!

홍삼정(250g)
1+1행사

손발톱무좀
한달OK!

화농성여드름
한번에해결




DELL 기업용노트북 전문
고성능 기업노트북 70만원대부터,뛰어난 이동성, 온라인할인쿠폰증정. www.Dell.com
금주의 최다클릭
포르셰 뉴 카이엔 터
보

‘반값 할인’ 초강수에 ‘아이폰
[남아공 월드컵2010]원정 첫 16강
[게임으로 미리본 남아공 월드컵]
"일찍 일어난 사람이 아이폰4 잡
[이슈인채널]비키니입고 방송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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