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기능안전 국제표준 ISO 26262 대응을위한정적분석 솔루션

Helix QAC
-

MISRA C/C++, AUTOSAR C++, CERT C/C++, JSF++, HIC++와 같은 세계적인 코딩규칙 검증 도구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 ISO 26262: Part 6의 Coding Compliance 완벽 지원
SW 품질 메트릭 측정 (HIS Metrics 포함, C언어 : 71개, C++언어 59개)
웹 브라우저 기반 분석 결과 공유 및 유저 별 업무 할당 기능으로 개발자, 품질 담당자, 관리자 간 커뮤니케이션 향상
코딩규칙 위반사항 예외처리 시 소명양식 자동생성으로 보고서 작성 업무 최소화
분석결과 버전 관리를 통해 버전 별 위반사항 및 메트릭 값 트렌드 관리

Benefit

Function
- MISRA C/C++ 모든 버전 분석 지원, AUTOSAR C++ 코딩 규칙 분석 지원

- ISO 26262: Part 6 Coding Compliance 완벽 대응 가능

- SW품질 메트릭 분석 지원(C언어: 71개, C++언어: 59개, HIS Metrics 포함)

- 국제적인 코딩 규칙 준수를 통한 개발자 역량 강화 및 SW신뢰성 향상

Helix QAC

- 개발자, 품질 담당자, 관리자 간 커뮤니케이션 향상

- 웹 브라우저 기반 분석 결과 공유 및 유저 별 업무 할당
- 위반사항 예외처리: 예외처리 소명양식 자동생성 / 보고서 작성 업무 감소

- 예외처리 소명양식 자동생성으로 단순 문서작업 감소

- 사용자 정의 코딩 규칙 추가 가능

- 프로그램 결함위험 감소

- 분석결과 버전 관리를 통해 버전 별 위반사항 및 메트릭 값 트렌드 관리
- 주요 IDE Integration 제공 (Visual Studio, Eclipse)

- 개발 사이클 초기에 소스코드 결함 검출
- 소스코드 신뢰성, 이식성, 유지보수성 향상으로 개발기간 및 비용 절감

- 빌드 자동화 시스템 연동을 통한 코딩규칙 분석 자동화 가능
- 유저 별 접근 권한 설정
- 사용자 정의 리포트: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리포트 구성 가능

- Time to market 단축
- 코드 리뷰 프로세스 정립 및 팀워크 향상
- 위험감소와 출력물에 대한 예측으로 품질, 일정, 비용 등 절감

Environment
▶

▶

▶

▶

지원플랫폼: Windows 7 이상, Linux RHEL 5 이상

▶

지원언어: C, C++
Interface : GUI, Command Line Interface제공
IDE Plug-in 제공 : Visual Studio, Eclipse

▶

▶

다양한 Compliance Module : MISRA C (2004, 2012), MISRA C++
2008, AUTOSAR C++, CERT C/C++, CWE 658/659, JSF++, HIC++
모델기반 개발 솔루션 연동 (Rhapsody 등)
모든 Continuous Integration 환경과 연동 가능 (Jenkins 등)

사용현황
▶

▶

자동차(국내):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론, 현대엠
엔소프트, 현대케피코,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만도, 만도헬라, 덴소코리
아일렉트로닉스, 콘티넨탈코리아, 로버트보쉬코리아, 한온시스템, 삼성
전자, LG전자, LS오토모티브, 한솔테크닉스, JS테크, 이래오토모티브, 유라
코퍼레이션, 우리산업, 엠씨넥스, SL코퍼레이션, 에이스안테나, SK이노베
이션, SK C&C, S&T Motiv, 실리콘웍스, 서연전자, 베이다스, 동희홀딩스,
모토텍, 모아텍, 디와이오토, 디젠, 동아전기부품, 한국오프론전장, 한국알
프스,자트코코리아, 덕일산업, 대성엘텍, 대우전자부품, 대한칼소닉, 경창
산업, GMB코리아, 코아로직, 엠텍비젼, 캄텍,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
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광주그린카진흥원, 경북IT융합산
업기술원등

자동차(해외): 폭스바겐아우디, 도요타, GM, 페라리, 메르세데스벤츠,
BMW, 재규어랜드로버, 크라이슬러, 르노, 닛산, 미쓰비시, 마인드
라, 스카니아, 볼보, 상하이자동차, 혼다, 보쉬, 덴소, 콘티넨탈, 델파
이 등

문의 : 이홍일 031)627-3093 qac@hancommds.com

▶

국방/항공: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LIG넥스원, 한
화,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풍산, 현대중공업, 현대위
아, 현대제이콤, 현대로템, 두산모트롤, 한컴유니맥스, 코츠테크놀로지, 리
얼타임비쥬얼, 리얼타임테크, 픽소니어, 이오시스템, 미래시스템, 큐니온,
단암시스템즈, 도담시스템즈, 미래시험기술, 미래시스템, 서울스탠다드,
유니텍, 휴원, 에어로매스터등

철도: LS산전, 현대로템, 대아티아이, 테크빌, 한터기술, ADS레일, ALSTOM,
Thales, Ansaldo, Bombardier Transport등
▶ 의료/전자/통신: 삼성전자,LG전자, LS산전, 노틸러스효성,두산인프라코어,
세라젬,삼성메디슨,휴맥스,린나이,아남전자,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광주정
보문화산업진흥원,PHILIPS,VISA, NEC, SONY, ABB, Fujitsu, HITACHI,APC, Motorola,
Canon, Huawei, Boston Scientific, Brager Medical, ZEISS,올림푸스,구글,EBay, IBM,
스탠다드차타드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