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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메가 트렌드를 
재고하십시오 
엔지니어링 메가 트렌드는 산업, 제품 테스트 및 동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IoT)의 확산, 프로토타이핑에서 상업 배치에 이르는 5G 기술의 진보 및 대중을 위한 
자율 주행의 여정은 크고 복잡한 문제를 제시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의 이점을 실제로 실현하려면 자동화 테스트 및 자동화 측정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으로 사고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정의 시스템을 향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Trend Watch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Trend Watch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엔지니어링 동향과 과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helley Gretlein 
NI 글로벌 마케팅 총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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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 테스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 5G가 가져다 줄 밝은 미래는 증가된 복잡성이라는 비용을 
안겨줍니다.

■■ 5G를 테스트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저비용 OTA(Over The Air)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셀룰러 통신이 시작된 이후로 테스트 엔지니어들은 RF 반도체에서 기지국 및 모바일 핸드셋에 
이르기까지 무선 통신 기술을 대량으로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측정 및 기술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5G를 사용하면 이러한 무선 장치 내부의 기술이 더욱 복잡해지므로 이전 
세대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었던 고도로 최적화된 기술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5G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려면 현재 사용 중인 케이블 방식 대신 OTA(Over-The-Air) 방식으로 5G 구성 요소 및 장치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는 반도체 회사뿐 아니라 5G 모듈 및 디바이스 레벨 테스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리더로서 우리는 많은 산업 및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5G 제품 및 솔루션의 
실용적인 상용화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테스트 방법이 필요합니다.

http://ni.com/trend-watch


대역폭 증대 
5G 표준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사용자 데이터 요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용량을 크게 늘리는 것이지만 사용자당 
10 Gbps의 목표 최대 대역폭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첫째, 5G 사양에는 사용자별로 고유한 
집중 무선 연결을 생성하는 빔 형성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MU-MIMO(Multiuser 
MIMO)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5G 표준은 더 많은 
무선 스펙트럼을 추가하여 센티미터 및 밀리미터파(mmWave) 
주파수로 확장됩니다. 

MU-MIMO 및 mmWave 두 기술의 물리적 구현은 이전 세대의 
셀룰러 표준보다 훨씬 더 많은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mmWave 주파수의 신호는 현재 셀룰러 주파수의 

신호보다 자유 공간을 통과할 때 훨씬 더 빨리 감쇠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전송 전력 수준의 경우 mmWave 셀룰러 주파수는 현재의 
셀룰러 대역보다 훨씬 작은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로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5G 송신기 및 수신기는 동시에 
작동하는 안테나 어레이를 활용하고 빔 형성 기술을 사용하여 
현재 디바이스의 대역당 단일 안테나 대신 신호 전력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동일한 안테나 어레이 및 빔 형성 기술은 신호 
전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더라도 MU-MIMO 기술 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안테나를 미래의 휴대전화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mmWave 주파수의 안테나는 현재 
표준에 사용되는 셀룰러 안테나보다 훨씬 작습니다. 

5G, 무선 테스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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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Antenna-in-Package)와 같은 새로운 패키징 기술은 이러한 
안테나를 최신 스마트폰의 좁은 공간 제약에 원활하게 통합되게 
하지만, 이러한 안테나 어레이는 테스트를 위한 컨택 패드를 
제공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OTA를 사용하여 새로운 과제 해결

테스트 엔지니어의 경우 주파수와 새로운 패키지 기술이 증가하고 
안테나 수가 더 많아짐에 따라 품질을 높게 유지하면서 자본 비용(
테스트 장비 비용)과 운영 비용(각 장치를 테스트하는 시간) 모두의 
증가를 제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OTA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측정 정확도가 까다롭게 될 것입니다. 케이블 테스트와 
달리, 테스트 엔지니어는 OTA 측정을 수행할 때 안테나 보정과 
정확도, 고정 공차(fixturing tolerance) 및 신호 반사와 함께 추가 
측정 불확실성까지도 추가로 다룹니다. 둘째, 새로운 측정 값을 
무향실(anechoic chamber) 통합, 빔 특성화, 최적의 코드북 
계산 및 안테나 매개 변수 특성화를 위한 장치 테스트 계획에 
통합해야 합니다. 셋째, RF 대역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정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넓은 대역폭에 대한 측정도 
증가하므로 테스트 시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관리자는 시장 출시, 자본 비용, 운영 비용 및 테스트 공간
(OTA 챔버를 수용하기 위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비즈니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테스트 및 측정 산업은 많은 새로운 
혁신으로 이러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테스트 그룹은 
오늘날의 자본 비용이 혁신의 빠른 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유연하고 소프트웨어 정의된 테스트 전략 및 플랫폼을 
고려해야 합니다. 

OTA는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지만 이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첫째, OTA는 안테나 어레이가 패키지에 통합되어 어레이 
요소에 직접 케이블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AiP 기술의 유일한 
선택안입니다. 테스트 엔지니어가 시행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개별 안테나 요소에 연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병렬 테스트(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자본 비용 소요)를 선택할지, 
연속 테스트(테스트 시간과 처리량 차원에서 운영 비용 소요)를 
선택할지의 어려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기술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지만 OTA 테스트는 개별 요소 집합 대신 
시스템으로서 어레이를 테스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시스템 수준 테스트의 효율성 이점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테스트 장비 공급업체와 테스트 엔지니어가 시장 출시 및 
테스트 비용을 최소화하고 성능과 복잡성 증대에 따른 테스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G의 경우 이 부분을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오늘날 5G 테스트에 따른 과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전 세계 
엔지니어들은 5G를 상업적으로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OTA와 같은 
새로운 테스트 계측기 및 방법을 이미 개발하고 있습니다. 

5G, 액티브 안테나 어레이로 셀룰러 MU-MIMO 기능 출시

4G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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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자율 주행 달성을 위한 
상호 절충
■■ 자율 주행은 전반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중 센서 
사용에 대한 가성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 프로세서 아키텍처의 진화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정의된 
테스트 플랫폼은 매우 중요합니다.

■■ 자율 주행을 위한 요구 사항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아키텍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매년 교통 사고로 인해 12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 사고는 정부에 GDP의 약 3%에 달하는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율 주행의 잠재적인 
영향이 개인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인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자율주행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은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율 운전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센서,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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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ar 레이더카메라

LIDAR를 통한 인식률 개선

 오늘날 이러한 시스템의 대부분은 레이더 또는 카메라와 같은 
단일 센서를 사용하며 이미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6 IIHS 연구에 따르면 자동 제동 시스템은 후방 충돌을 약 40% 
줄였으며 충돌 경고 시스템은 이를 23%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여전히 NHTSA는 심각한 차량 충돌의 94%가 인간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에서 4 레벨 또는 5 레벨로 
발전하고 운전자를 운전대 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어 자동차 
업계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센서의 측정 데이터를 결합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센서 융합이 
필요하며, 동기화, 고전력 처리 및 센서 자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이는 비용, 기술 및 전략, 이 세 
가지 중요한 절충안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 중복 센서와 보완 센서 비교

3 레벨 자율성의 표준은 자동차가 사전 정의된 상황에 머무르는 
경우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2019 Audi A8은 세계 최초로 3 레벨 자율 기능을 제공하는 생산 
차량이 됩니다. 6대의 카메라, 5대의 레이더 장치, 1대의 라이다 장치 

및 12대의 초음파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센서들이 
장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각각에는 고유한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는 사물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보여 주지만 그 사물이 무엇인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두 데이터 포인트 모두 사물의 동작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고 각 
센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센서 
융합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센서 데이터 처리의 목표는 의사 결정 알고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자동안전장치 표시를 만들어내고 최종 제품이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측정을 긴밀하게 동기화하고 데이터 추적성을 유지하며 무한한 
개수의 실제 시나리오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세 가지 
예를 고려해보십시오. 이들 각각은 저마다의 과제를 제시합니다. 즉, 
자율 주행에는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지만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판단해야 합니다.

기술: 분산 아키텍처와 중앙 아키텍처 비교

ADAS 처리 기능은 여러 분리된 제어 장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센서 융합은 하나의 중앙 집중형 프로세서로 
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Audi A8을 고려해보십시오. 2019 모델에서 
Audi는 필수 센서, 기능 포트폴리오, 전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단일 중앙 시스템에 결합했습니다. 이 중앙 운전자 
보조 제어기는 차량 주변의 전체 모델을 계산하고 모든 보조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Audi A8 이전 모델에 결합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보다 더 많은 처리 성능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자율 주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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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아키텍처의 주된 관심사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는 즉, 보조 센서퓨전 컨트롤러가 안전 핵심 
백업 역할로서 자동차의 다른 어딘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악화됩니다. 환경 설정은 컨트롤러 및 처리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분산 및 중앙 아키텍처 설계간에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정의 테스터 설계가 해당 진화를 따라 
잡는 데 중요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전략: 사내 기술과 기존 기술 비교

5 레벨의 자율성을 달성하려면 자율 차량용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컨트롤러의 현재 마이크로프로세서보다 2000배 더 많은 처리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mmWave 레이더 센서 시스템의 
RF 부품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가로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요가 많은 매우 고가의 기능이 인접 시장 리더들의 관심을 끌고 
그러한 리더들이 현존 시장의 경쟁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UBS는 Chevrolet Bolt 전기 파워트레인이 동급의 

엔진 자동차보다 6~10배 더 많은 반도체 콘텐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도체 컨텐츠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시장 인접성은 매우 
중요한 기성품 기술 향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NVIDIA
는 애초에 가전 제품용으로 개발된 Tegra 플랫폼을 자동차 
시스템의 ADAS 응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Denso는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체 인공 지능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설계 및 제조하기 시작했으며 Denso의 
자회사인 NSITEXE Inc.는 2022년 DFP라는 차세대 프로세서 IP인 
데이터흐름 프로세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경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절충 최적화 

이러한 절충에 대한 결정은 시장 출시 시간과 공급망 전체의 
차별화된 기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테스터를 신속하게 
재구성하는 기능은 검증 및 생산 테스트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소프트웨어를 통한 유연성이 핵심이 됩니다. 
Toyota 연구소의 CEO인 James Kuffner 박사는 인터뷰에서 “우리 
예산은 두 배가 아닌 네 배 가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Toyota
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자동차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인 40억 달러 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충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아직 없지만 과거의 산업 혁명이 
사람들에게 더 높은 생산성 이득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역량을 부여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효율성 
증가는 자율 주행 혁명의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으로 
귀결됩니다... 향후 10년 내에 차량에 
고성능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개발 
프로젝트는 예산의 80%를 소프트웨어로 
전향할 수 있습니다.” —Helmut Matschi, 
Continental 중역 이사회 회원

—Automotive News, “Continental Bracing for a World of Bugs,” 
2018

좋음 매우 좋음 가장 좋음

거리
범위

범위

분해능

분해능

수평 해상도

객체 특성화

밤 시간

비/구름낀 날씨

각도

분류

환경

카메라 레이더 Lidar스펙

이중 센서 대 보완 센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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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개발 프로세스에 부응 
■■ 초기 표준화는 하드웨어 추상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신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고객에게 더 나은 
제품을 더 빨리 제공합니다.

■■ 테스트 조직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반복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표준화는 수십 년 동안 테스트 조직의 명확한 목표였습니다. 1961년 RCA(Radio Corporation 
of America)의 D.B. Dobson 및 L.L. Wolff는 전자 테스트 장비의 표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다목적 미사일 시스템 테스트 장비의 조사 및 프로토타이핑에 사용된 원칙, 기준 및 
기술을 제시합니다. 

대부분 초기 기술 표준화 노력의 목표는 조직 전체에서 테스트 솔루션에 사용되는 다양한 
테스트 장비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RCA의 핵심 목표는 모듈형 하드웨어 세트의 설계 및 
배포였습니다. 모듈형 하드웨어는 장비 재사용을 향상시키고 테스트 솔루션을 더 많이 통합하고 
노후화된 부품을 줄이며 기술 교체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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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개발 프로세스에 부응 

최대 50년 동안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과 자산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의 테스트 그룹은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테스트 시스템의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보안 요구 사항과 빠르게 진행되는 변화로 인해 현대의 테스트 
조직은 하드웨어 표준화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직들은 소프트웨어 계층과 소프트웨어 계층 개발에 사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테스트 엔지니어링 팀은 제품 개발 
팀과 보조를 맞춰 신속하게 현대화되는 산업에서 프로젝트 일정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 소프트웨어 개발을 채택하고 표준화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표준화의 백본으로서의 소프트웨어

RCA 논문은 모듈형 하드웨어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정의하기 
위해 여러 기능 구성 요소와 미사일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공유 
입력 및 출력을 식별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추상화의 
기초는 바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통 요소를 식별하고 분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더 큰 계측 표준화 노력과 상용 기존 기술로의 
전환은 VXI, PXI, PXIe 및 AXIe와 같은 모듈형 하드웨어의 표준을 
이끌어 왔으며 많은 산업 분야의 테스트 조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준 모듈형 하드웨어 플랫폼은 전원 공급 장치, 냉각 
장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중복 요소를 시스템 내의 단일 
지점으로 추상화합니다. 국방과학위원회(DSB)는 국방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 및 획득 보고서에서 “우리의 무기 시스템이 

제공하는 많은 기능은 하드웨어가 아닌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됩니다. 하드웨어 지원 기능에서 소프트웨어 지원 기능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계측에는 프로세서 및 FPGA와 같은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구성 요소가 점점 더 많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테스트 
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소프트웨어로 측정 시스템을 정의하는 
것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최고의 테스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팀은 추상화된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추상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상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팀은 
각 모듈을 개별적으로 수리 및 업그레이드하면서 동일한 입력 
및 출력을 유지함으로써 다른 레이어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Honeywell Aerospace의 수석 기술자인 Mark Keith는 “수십 개의 
레거시 사업 분야와 함께 소프트웨어 표준화는 각 그룹의 역사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상화의] 목적은 노후화된 
하드웨어를 교체할 때 소프트웨어 수정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테스트용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오늘날의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과 기능이 출시되는 속도로 테스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적절히 구성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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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재사용 및 테스트 자산의 유지 관리의 가치

표
준

화
 단

계

표준화된 하드웨어

드라이버 레이어  추상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표준화된 개발 프로세스

이기종 하드웨어

표준화의 가치 증가

않습니다. 테스트 소프트웨어 조직은 제조사 및 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제공하는 관행을 구현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팀은 
Agile과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DSB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반복 개발의 주요 이점은 오류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새로운 코드를 쉽게 통합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반에 걸쳐 사용자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제 업계 표준의 
관행이며, 국방부(DoD)가 폭포수 개발이 처리해낼 수 있는 것보다 
위협이 더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역동적인 보안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복 개발 표준화

반복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협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잘 조정된 팀이 필요하며 하드웨어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추상화와 마찬가지로 공유되고 반복되는 개념과 
작업이 포함됩니다. 

코드 기반에서 협력하는 팀은 소스 코드 제어,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 코드 분석, 작업 관리 및 배포용 도구에 동의하고 
표준화해야 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관심사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DSB는 “매일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코드 기반을 
확인하면 많은 사이버 규칙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변경 사항의 수를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합니다. 

F-22 현대화를 위한 전략 제약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 감찰관은 “
프로그램 사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미국 적들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전투원에게 더 신속하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및 국방 산업은 더 나은 기술을 보다 
빨리 시장에 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스트 팀에 있어 
유일한 산업은 아닙니다. 반복 개발은 다양한 산업에 있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입증된 방법입니다. 

테스트 엔지니어링 팀은 하드웨어 표준화 및 계층화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주력해 왔지만 R&D 조직은 반복적인 제품 개발로 
이동해 왔습니다. 표준화의 모든 측면은 조직을 테스트하는 데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표준화는 오늘날 개발중인 엔지니어링 
관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정교해야 합니다. Agile 소프트웨어 
개발 사례를 채택한 테스트 조직은 이러한 접근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기술 변화의 속도에서 30
년은 영원한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 수준의 접근 방식이 
과거 동급 최고의 접근 방식과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Mark Keith, Honeywell Aerospace 수석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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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위한 IoT 활용방안
■■ IoT 및 IIoT는 테스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 IoT 기술은 자동화된 테스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엔지니어는 비즈니스 가치가 가장 높은 사용 사례를 
이해하고 해당 부분에 주력해야 합니다.

사물 인터넷(IoT) 장치와 산업용 IoT(IIoT) 시스템은 반도체에서 전자 서브 시스템, 산업 4.0의 핵심인 
스마트머신에 이르기까지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이 제품 체인 안에 있으나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IoT 장치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테스트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IoT는 자동화 
테스트를 크게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동화 테스트 워크플로우에 시스템 관리, 데이터 관리, 
시각화 및 분석, 응용 프로그램 구현과 같은 IoT 기능을 적용하면 테스트 엔지니어가 IoT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시스템 관리
연결되고 관리되는 디바이스는 IoT 및 IIoT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나 많은 테스트 시스템은 
더 많이 분산되어도 연결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종종 테스트 엔지니어는 특정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추적하거나, 시스템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성능, 사용률 및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ni.com/trend-watch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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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위한 IoT 활용방안

다행히도 대부분의 최신 테스트 시스템은 PC 또는 PXI를 기반으로 
하며 기업에 직접 연결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 
요소 관리, 사용량 추적, 예측 유지 관리 등의 추가 기능을 통해 
테스트 투자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관리

IoT의 비즈니스 가치는 연결된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엄청난 양의 
데 이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시간과 주파수의 로우 아날로그 
및 디 지털 웨이브폼에서 소비자 또는 산업용 장치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 및 볼 륨으로 수집되는 매개 변수 측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데이터 형식 및 출처로 인해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설상 가상으로 테스트 데이터는 표준화가 거의 
없는 사일로 형태로 저장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비즈니스에 ‘보이지 않 는’데이터이므로 제품 수명 주기의 다른 
단계에서 귀중한 인사이트 를 놓치기 쉽습니다. 포괄적인 IoT 지원 
데이터 관리 솔 루션을 구현 하기 전에 JLR(Jaguar Land Rover)
은 차량 테스트 데이터의 10%만 을 분석했습니다. JLR 파워트레인 
담당자인 Simon Foster는 “우리 는 현재 데이터의 최대 95%를 
분석하여 테스트를 재실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 비용과 연간 
테스트 횟수를 줄일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동화 테스트 데이터에 IoT 기능을 적용하는 것은 표준 데이터 
형식을 처리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어댑터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어댑터는 설계 및 생산의 비 테스트 데이터를 
포함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방형의 
문서화된 아키텍처로 구축해야 합니다. 테스트 시스템은 표준 
IoT 및 IIoT 플랫폼과 데이터를 공유하여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데이터에서 가치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테스트 데이터로 일반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데이터가 종종 복잡하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비즈니스 차트 기능에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 눈 다이어그램, 스미스 차트 및 성좌도의 결합된 
그래프와 같이 테스트 및 측정의 일반적인 시각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메타 데이터가 있는 테스트 지향 스키마는 테스트 데이터의 
시각화 및 분석을 제공하고 이를 설계 및 생산 데이터와 상호 
연관시키는 도구를 지원합니다. 제대로 구성된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엔지니어는 기본 통계의 분석을 인공 지능 및 머신 러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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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ython, R 및 The MathWorks, Inc. 
MATLAB® 소프트웨어와 같은 일반적인 도구를 통합하고 활용하는 
워크플로우를 구현하고 데이터로부터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소프트웨어 개발, 배포 및 관리

세계는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동하여 웹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 변환은 테스트를 위해 
실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실시간 
합격/불합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테스트 중인 장치 (DUT)
에서의 컴퓨팅이 필요하며, 지역 운영자는 테스터 및 DUT와 상호 
작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은 테스터에 원격으로 액세스하여 
활용도와 같은 운영 상태 및 결과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회용 아키텍처를 구축했으며 DUT를 기반으로 
테스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더 높은 

비즈니스 가치를 지닌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추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 정의 아키텍처를 유지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테스트 관리는 로컬 테스터에서 클라우드 배포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웹 기반 도구를 사용하면 테스터 
상태를 보고 테스트를 예약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클라우드 또는 
서버로 푸시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관리 기능은 NI LabVIEW, 
Microsoft .NET 언어, NI TestStand 및 Python 같은 공통 도구로 
구축된 기존 테스트 시스템을 보완합니다. 모듈형 테스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테스트 관리, 테스트 코드, 측정 IP, 계측기 드라이버, 
하드웨어 추상화 레이어)를 통해 기업은 로컬에서 서버 또는 
클라우드 기반 실행으로 다른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동하는 절충 
요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테스트 소프트웨어 스택이 
클라우드 배포로 이동함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 스토리지용 
클라우드 컴퓨팅, 확장 가능한 컴퓨팅 및 어디에서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깨닫게 됩니다.

테스트용 IoT 활용

테스트용 IoT를 활용하는 것은 미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현재 능력은 현재 자동화 테스트 
인프라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공통적인 영역은 테스트 시스템 관리 개선, 
테스트 장비 활용 증대, 테스트 데이터의 인사이트 확보 및 공유 
테스트 시스템에 대한 원격 액세스입니다. 고도의 모듈성을 지닌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기업은 양단간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도 최고의 가치 영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고객들은 전 세계의 테스트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IoT 기술을 통합하고, 
특히 구성 관리 및 데이터 분석을 진화시키고 
Industry 4.0을 위한 사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 아키텍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Franck Choplain, Thales 디지털 산업 이사

MATLAB®은 The MathWork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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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전략을 저해하는 복수 
산업 컨버전스
■■ 기술과 프로세스는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를 넘어 테스트 
리더에게 고충과 잠재력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방법으로 구축된 테스트 전략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조직을 위험에 처하게도 합니다.

■■ 복수의 산업 기업과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조직이 
적절한 시점에 테스트 조직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업 컨버전스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오래된 개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이디어, 프로세스 및 기술을 교환하기 때문에 더욱 밀접하게 
뒤얽히게 됩니다. 농업과 무역이 충돌하여 은행업을 창출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의료 및 가전 
제품의 중복성으로 웨어러블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사회는 컨버전스 기회가 
제시하는 속도와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복수 산업 컨버전스에 대한 해설은 방대합니다. 

블로그, 기사, 분석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혁명의 가속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자리잡았던 산업을 
휩쓸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컨버전스가 테스트 조직을 어떻게 저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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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전략을 저해하는 복수 산업 컨버전스

기업들은 이분법을 통해 위협과 잠재력의 효과를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조직들은 복수 산업 테스트 플랫폼을 
활용하고 복수 산업에 노출되어 있는 여타 조직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학습함으로써 컨버전스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혁신 창조

자주 인용되는 2014 Gartner 보고서인 Industry Convergence: 
The Digital Industrial Revolution(산업 컨버전스: 디지털 산업 
혁명)에 따르면 “산업 컨버전스는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성장 
기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테스트 조직의 경우 이 기회는 다른 
산업을 통한 학습 및 활용과 혁신 가속화를 위한 리소스 활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컨버전스의 핵심은 아이디어 공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산업을 통해 활용하고 학습한다는 개념은 종종 
제품 혁신의 맥락에서 논의되지만 테스트 전략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능상의 안전이 매우 좋은 예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학습과 제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가동되었던 
거대한 제조 산업은 IEC 61508이라는 임베디드 전자 제품의 기능 
안전성을 입증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철도 및 자동차와 
같은 다른 산업이 안전에 중요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아키텍처에 

추가함에 따라 EN 50126 및 ISO 26262를 사용하여 IEC 61508
을 해당 산업에 맞게 확장 및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표준의 
전문가로부터 학습하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능 안전 테스트를 
테스트 전략에 추가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복수 산업 리소스 활용은 컨버전스에서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 
이점입니다. 산업이 서로 근접해짐에 따라 기능 요구 사항은 보다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는 이제 그 수요에 대한 시장 규모가 커지므로 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플랫폼 기반 공급업체는 프로세서 
또는 아날로그 대 디지털 변환기와 같은 업계에서 알 수 없는 
투자를 늘려 모든 산업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테스트용 
서비스에 투자하면 단일 산업 옵션과 달리 복수 산업 솔루션이 
기술 활용의 기회를 극대화합니다.

컨버전스 비용 극복

IBM C-제품군 전문가의 2016 경계 재정의 연구에 따르면 “업계 
컨버전스는 앞으로 3~5년 내에 예상되는 다른 모든 경향을 분명히 
뛰어 넘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도를 뒤엎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버전스는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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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습니다. 테스트 관리자의 경우 복잡성이 증대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테스트 플랫폼과 훨씬 더 유연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산업이 서로 기술을 채택함에 따라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 
영역에 대한 테스트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전동 기구는 제어, 기계, 열역학, 전자, 
소프트웨어 및 배터리 화학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유연성이 없고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된 경우 불과 수년 전의 테스트 시스템들도 쓸모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테스트 시스템은 잘 정의된 API 및 상호 운용성 
표준과 함께 I/O 유형, 프로그래밍 언어 및 공급업체에서 작동하는 
개방형과 모듈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직이 다음 단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컨버전스 시대에서 미래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회사, 테스트 
전략 및 테스트 플랫폼은 미래가 무엇이든 간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이동하여 긴 제품 수명 주기에 의존해 온 항공우주 
업체들은 그들의 공급 체인이 가전 제품의 공급 체인과 더욱 
밀접한 관계로 성장함에 따라 더욱 민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항공 우주 테스트 조직은 훨씬 빠른 기술 재생 빈도를 
따라 잡기 위해 테스터가 필요하며 이러한 적응성을 갖춘 테스트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업계에 걸친 네트워킹 
이벤트 및 다른 산업의 무역 관련 간행물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팀이 최신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복수 산업 경험을 가진 조직과 협력하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산업의 모범 사례를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가장 큰 문제를 이미 
해결한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거나 5G 및 IoT와 같은 임박한 
추세를 중심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NVIDIA와 Audi, 경쟁 업체로부터 시장 점유율 획득을 위해 
협력하는 Boeing과 Embraer 등 이러한 협력 형태는 조직을 동종 
경쟁 업체보다 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많은 예 중 
단 두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급망에서 테스트가 발생하는 
곳을 재평가하고 공급업체를 검토하는 것도 현명한 전술입니다. 
사전에 대처함으로써 조직은 다음 단계에 대비하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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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테스트 조직이 되기 위한 컨버전스 기술 활용

"업계 컨버전스는 조직의 가장 근본적인 성장 
기회를 의미합니다."

Industry Convergence: The Digital Industrial Revolution, 
Gartner, 2014

ni.com/trend-watch | 21

http://ni.com/trend-watch


미국 본사:
11500 N Mopac Expwy, Austin, TX 78759-3504
전화: 512 683 0100 팩스: 512 683 9300 info@ni.com

ni.com/global–국가별 지점
ni.com/trend-watch

©2018 내쇼날인스트루먼트. All rights reserved. LabVIEW, National Instruments, NI, ni.com, 및 USRP는내쇼날인스트루먼트의등록상표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다른 제품과 회사명은 
각 해당 회사의 상표 또는 거래명입니다. 33521

mailto:info@ni.com
http://ni.com/global
http://ni.com/trend-watch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메가 트렌드를 재고하십시오 
	목차
	5G, 무선 테스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안전 자율 주행 달성을 위한 상호 절충
	표준화된 개발 프로세스에 부응 
	테스트를 위한 IoT 활용방안
	테스트 전략을 저해하는 복수 산업 컨버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