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베디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테스팅 연구실
1. 지도교수: 정기현 (산432호, 이메일: khchung@ajou.ac.kr, 전화: 2368)
2. 연구 분야 : 임베디드 시스템, 실시간 시스템, S/W 모델링, 시스템 신뢰성 검사/테스팅
3. 학력
1984.02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
1988.02 University of Illinois, EECS
1990.02 Purdue University
4. 주요 경력
FACOM Korea, 현대전자 반도체 연구소, 아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5. 연구실 현황
가. 연구실 (산427호, 전화: 2647, 2976)
나. 대학원생
박사과정 파트타임 2명, 석사과정 5명
다. 졸업생 현황 (2001년 이후 기준)
131명 (박사 17명, 석사 114명)
취업현황 - 삼성, LG, POSCO, 현대자동차, 현대케피코, 만도, 델파이코리아, NHN, 휴맥스, ETRI,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
소, 국가보안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화/방산, 기타
라. 특혜 : 등록금 전액 장학금, RA 추가 지원, 국외 학회 참석 지원

6. 과제 수행
- 차량용 자동 온도 조절장치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도구 및 기술 개발 (한라공조)
- 비데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 (웅진, 한국 전자부품 연구소)
- 네트워크 설계 도구 개발 (사이버 연구소)
- 차량용 자동 온도 조절장치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도구 및 기술 개발 (Autonet)
- 항공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위한 기술 개발 (한국항공)
- 굴삭기 ECU에 대한 신뢰성 평가 (두산 인프라코어)
- 2.0~3.5톤 지게차용 연료절감형 파워쉬프트 드라이브 엑슬 개발 및 테스팅 (우영유압)
- 버스 요금 부과 시스템의 신뢰성 테스팅 (EB Tech)
- 저상굴절버스용 AWS개발 (철도연구원)
- 차량용 부품의 ISO 26262(자동차 기능 안전성 국제 표준) 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
- ISO 26262 및 A-SPICE 통합 심사도구 개발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
- ISO 26262 프로세스 평가용 표준 DB 도구 개발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
- 환자감시장치 등 3품목에 대한 소프트웨어 벨리데이션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식약처)
- RAM 시험평가 (국방과학연구소) - 진행 중
- 변경된 제어기 소프트웨어 검증을 위한 최적 테스트 케이스 생성 전략 (현대 자동차 엔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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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 기반 치료형기기 평가기술 개발 (식약처) - 진행 중
- 제어모델 변경 시 재사용/신규/변경되어야 하는 테스트 케이스 도출 (현대 자동차 엔지비) - 진행 중
-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 구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진행 중
-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위한 검증 속성 정형화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 진행 중

국방 RAM 특화 연구실 (국방과학연구소)

최소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법론 (현대 자동차 엔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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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기반 치료형기기 평가기술 개발 (식약처)

제어모델 변경 시 재사용/신규/변경되어야 하는 테스트 케이스 도출 (현대 자동차 엔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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