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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스  그룹은  안전관건  그래픽스와  컴퓨팅  표준  제정에   
산업계의  참여를  기대  

새로운  ‘안전관건 ’ 워킹그룹이  설립  OpenGL ES와  Vulkan API를  이용하여  
항공전자와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요구하는  체계  인증이  가능한  새로운  표준을  제정할  예정  

 

2015년  8월  10일  SIGGRAPH,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 크로노스  그룹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 개방형 표준을 제정하는 크로노스 그룹은 오늘 “안전관건(安全關鍵)” 워킹 그룹의 
설립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워킹 그룹은 안정 관련 체계 인증을 요구하는 시장에 적합한 그래픽스 및 컴퓨팅 가속을 
위한 개방형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크로노스 그룹은 이전에 OpenGL® SC 1.0 표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표준은 
OpenGL ES 1.0 표준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개발된 표준이었다. 새로운 워킹 그룹은 OpenGL ES 를 포함한 좀 더 
최신의 표준을 이용하여 쉐이더 프로그래밍과 차세대 고효율 그래픽스와 컴퓨팅 표준인 Vulkan™ API 를 이용할 
예정이다. 상세한 표준 내용에 대한 제안은 이미 진행 중이며,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크로노스 
그룹의 회원으로 참여하면 표준제정과정에서 각 회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http://www.khronos.org/safetycritical 를 방문하기 바란다.  
 

 “비주얼 컴퓨팅 가속은 급성장 중인 안전관건 시장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진보된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자율 주행 자동차 및 차세대 항공 전자 분야 등이 포함됩니다” 크로노스 그룹의 회장이자 NVIDIA 
부사장인 닐 트레빗 “새로 설립된 안전관건 Safety Critical 워킹 그룹은 이전에 발표했던 OpenGL SC 표준의 경험을 토대로 
새 표준을 개발하겠지만, Khronos의 에코시스템에 있는 최신 표준 기술을 채택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증 
프로세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새롭게 설립된 안전관건 Safety Critical 워킹 그룹은, 2005년 고정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기반으로한 표준으로 발표되었던 
OpenGL SC 1.0과 2009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09년 발표되었던 OpenGL SC 1.0.1 표준을 제정한 OpenGL ES 
Safety Critical Working Group이 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워킹 그룹은 항공전자 분야의 안전관련 벤치마크  
DO-178C Level A / EASA ED-12C Level A와, 자동차 분야에서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인 ISO 
26262를 기준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워킹 그룹은 Future Airborne Capability Environment (FACE™) 
컨소시엄의 (www.opengroup.us/face) 기술 표준의 그래픽스 관련 표준과 방향을 일치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산업계  지원  
 “Codeplay는 크로노스 그룹의 안전관건 솔루션 표준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크로노스 
의 안전 관건 표준 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컴퓨터 비전 시스템이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게 되길 
기대한다” Andrew Richards, CEO of Codeplay. 
 

 “안전관건 시스템용 차세대 그래픽스 표준의 개발은 항공전자, 자동차 분야 등 고 신뢰성을 요구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분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Steve Viggers, vice president of software at CoreAVI. 
 

 “경북대학교는 안전관건 응용 개발을 위한 그래픽스와 컴퓨팅 API 새 표준의 제정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API 표준들은 각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품질 인증 과정을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이 관련된 
응용에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북대는 교육 학술 기관으로서 새로운 API를 사용한 교육 훈현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도구와 솔루션 개발에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경북대학교 백낙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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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자동차 솔루션에서는 고신뢰 시스템에서의 진보된 비전, 렌더링, 컴퓨팅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exas 
Instruments는 기술 혁신을 통해 자동차를 좀더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크로노스의 
안전관건 시스템의 표준 제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Anand Balagopalakrishnan, architect, 
automotive graphics at Texas Instruments. 
 

 “산업계가 함께 차세대 크로노스 안전관건 API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지능 
시스템이 좀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해 내고, 안전 관련 그래픽스, 컴퓨팅 및 비전 처리를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Erik Noreke, technology visionary and Safety Critical working group chair 
 
3D Graphics API State of the Union BOF at SIGGRAPH 2015 
SIGGRAPH 2015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15일(수)에 컨벤션 센터 인근에 있는 LA JW Marriot 호텔 Platinum 
Ballroom Salon F-I 에서 개최되는 3D 그래픽스 API BOF에 참석하면 좀더 3D 생태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행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http://www.khronos.org/news/events/2015-siggraph 에서 얻을 수 있다. 
 
크로노스  그룹  소개   
크로노스 그룹은 산업계의 컨소시엄으로서, 병렬 컴퓨팅,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비전, 센서 처리와 동적 미디어 등에 대한 
저작과 가속을 위한 개방형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크로노스의 표준에는 Vulkan™, OpenGL®, OpenGL® ES, WebGL™, OpenCL™, 
SPIR™, SYCL™, WebCL™, OpenVX™, OpenMAX™, OpenVG™, OpenSL ES™, StreamInput™, COLLADA™ 및 glTF™  등이 
있으며, 회원사로 참여하면 표준의 제정에 기여하고, 관련 투표권을 갖게 되며, 일반에 공개되기 앞서 표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다른 기업에 앞서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www.khronos.org 에서 얻을 수 있다. 

### 

Khronos, Vulkan, DevU, StreamInput, SPIR, SPIR-V, SYCL, WebGL, WebCL, COLLADA, OpenKODE, OpenVG, OpenVX, EGL, glTF, OpenSL ES 및 
OpenMAX 는 Khronos Group Inc. 의 등록상표입니다.  ASTC는 ARM Holdings PLC의 등록상표이다. OpenCL 은 Apple Inc.의 등록 상표이며  
OpenGL은 Silicon Graphics International의 등록 상표이며, OpenGL ES and OpenGL SC 로고는 Silicon Graphics International 상표이며, 크로노스 
그룹에 라이선스 허여되었습니다. 기타 회사명, 제품명 등은 각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등록 상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