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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X 전문 서비스 

• 양산 제품으로 검증된 경력 
• 표준 QNX 기술에 대한 맞춤 솔루션 
• 문제의 소지가 없는 (Clean) 지적재산권 
• 업계에서 인증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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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비스 

양산 제품으로 검증된 경력 

• 서비스 팀과 엔지니어링 팀 양쪽 경험을 두루 갖춘 
엔지니어 

• 타임투마켓 (Time-to-Market) 압박에 대한 높은 이해 
• 전세계에 걸친 폭넓은 현장 경험 
• 빠른 시간 내에 고객 개발팀과 공조하는 검증된 능력 
• 작업에 대한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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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비스 

표준 QNX 기술에 대한 맞춤 솔루션 

• 추후 업데이트와 기능 향상을 위해 맞춤 
엔지니어링을 해야 하는 “Orphan Implementation”이 
필요없음 

• 서비스 계약 종료 후에도 제품 연계성을 보장하는 
기본  서포트 인프라 

• 빌드, 출시, 업데이트 등 QNX 개발 로드맵 및 기술 
개선을 통한 추가적인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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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비스 

문제의 소지가 없는(Clean) 
지적재산권 

• 맞춤 개발이나 기술 개선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없는 
지적 재산권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 IP 문제 보장을 위한, Black Duck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 엄격한 소프트웨어 컨트롤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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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컨설팅 

• RTOS, 툴, 드라이버 교육 
• 고급 툴 워크샵 
• 아키텍처 리뷰 워크샵 
• 하드웨어 지원 

 
 

• 멀티코어 최적화 지원  
• 포팅 서비스 
• HMI/그래픽스 컨설팅 서비스 
• 개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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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객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는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고객과 함께 

문제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를 해결합니다.” 
John Wall – QNX 서포트 및 서비스 부문 이사 

서비스 
• 자동차 전담 프로젝트 팀 
• 리테이너 서비스 (Retainer Service) 
• 맞춤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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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제품으로 검증된 경력 

전문성 
• 차량 내 컴퓨팅 전 분야에 걸친 폭넓은 업무 경험: 

– 고급 오디오 시스템 
– 2D/3D 멀티미디어 
– 파일 시스템 
– 주변 장치 버스 
경력 
• 수백 인년 (人年, Person Years)의 자동차 개발, 서포트 
및 통합 경력  
서비스 고객 만족도 
• 10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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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담 프로젝트 팀 

장기 지원이 가능한 서포트, 개발 및 통합 전담 팀 

• 아키텍처 리뷰 

• 데모 지원 및 기술 프로토타입 

• 드라이버 개발 및 최적화 

• 시스템 레벨의 분석 

• 개선사항 및 버그 수정에 있어 우선순위화 

• 대상 플랫폼 특정 테스트 

• 시스템 레벨의 고급 최적화 

• 프로젝트 매니저, 수석 개발자, 개발 / 테스트 

전문가 포함 

• 자동차 관련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그룹의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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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서비스팀 

자동차 타이거팀 

우선 순위가  높고, 긴급한 단기 요구사항을  위한 소수 
집중 팀 
•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직접 
해결하기 위해 촉박한 통보에 맞춰 현장 지원 

• QNX 자동차 서비스 전체 및 QNX 핵심 엔지니어링팀 
자원의 지원 

• 주요 자동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서비스 
공급업체들과 긴밀한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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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비스 

하드웨어 지원 
드라이버 
• 시리얼 (Serial) 
• Boot loaders, fastboot 
• 유무선 이더넷 
• SPI, I2C 
• PCI / PCIe 
• PCMCIA /cardbus 
• 플래시 (NOR/NAND) 

 

 
• USB 1.1/2.0 
호스트/디바이스 
컨트롤러  

• EIDE/SATA 
• MMC /SD/SDIO 
• 오디오 (AC97/I2S/HD) 
• Input 장치 

 

 
• 2D /3D 그래픽, 비디오 

input, LCD 지원 
• MOST 디바이스 레벨 
• Floating point unit 
• 보안 기능 (TPM) 
• CAN, mini-CAN 
• RTC 
 

레퍼런스  및 고객 보드 지원 
• x86 , PPC , ARM , SH4 , 

M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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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비스  

인증 관련 지원 

• IEC 61508 인증 지원 
• FDA 컨설팅 서비스 
• Common Criteria ISO/IEC 15408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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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X는 가치구조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상호 관계와 개개인의 진실성, 

탁월함과 공감에 대한 헌신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kip McGaughey – Open Health Tools, 전무이사 

서포트 서비스 
• Standard 플랜 
• Priority 플랜 
• Summit 프로그램 

 
 

 



© 2011 QNX 소프트웨어 시스템즈. QNX, 

NEUTRINO, MOMENTICS, AVIAGE, PHOTON, 

PHOTON MICROGUI는 QNX 소프트웨어 

시스템즈의 등록상표이며, 특정 관할구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각각의 

해당업체에 등록된 상표입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 문서를 

발표하는 시점에 QNX 소프트웨어 시스템즈 (이하 

QSS)의 관점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QSS는 

변화하는 시장 조건에 부응해야하기 때문에, 이 

문서의 내용이 QSS가 지켜야하는  책무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QSS는 이 발표 이후에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QSS는, 

이 발표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 암시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장, 대변 또는 조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Steve Kim, Regional Sales Manager 
skim@qn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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