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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TA ROGGENBUCK

성능에 집중
자동차 시장은 혼돈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부품 부족은 공급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i 새 로운 파트너십은 공 급업체 와
자동차 제조업체 간의 경계를 재설정하고 있죠.
그런데도 새로운 전기차 (electr ic vehicle,
EV)가 매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협업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고, 안전을 개선하고,
배출량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이
산업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집중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혁신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최종 목표, 즉 V ision Zero와 최종 목표로
안내해 줄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관련
공급업체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려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차량의 안전과 성능은 물론 제조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효과에도 막대한 가치를 더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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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혁신함에
따라, NI에서는 소프트웨어 융합이 제시하는
기회에 집중합니다. GPIB 기반 운전자에서
데이터 수집을 혁신하는 그래픽 프로그래밍
환 경 까지 , N I 는 4 5 년 이 넘 는 시 간 동 안
소 프 트웨어 중심 테 스 트 회 사로 활약 하고
있습니다. NI는 협업용 계측 장비를 허용하고,
개별 테스트 루틴의 기능을 사용자 정의하고,
생산 테스 트를 자동화하며, 개발 프 로 세스
및 공급망에서 분석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제작의 전문가입니다.
NI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테스트 제공업체입니다.
Vision Zero로 가는 데 지름길은 없지만 더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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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전략을이용한 사회화

20세기는 우리에게 개인 테스트 및 측정을 선물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제 테스트와 측정의 패러다임을 사회적이고 다기능적이며 확장 가능한 사람 및 사물 간의
네트워크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엔지니어와 테스트 및 측정, 테스트 및 측정 장비, 시뮬레이션,
테스트 대상 유닛 (units under test, UUT) 을 통해 제품 디자인 및 생산의 품질을 개선하는 결정을
이끌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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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테스트 및 측정을
너머...

테스트 및 측정의 세계는 언제나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의
혁신을 이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에는 모듈식 및
확장형 하드웨어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 버스 기술(예: PCI
및 P C I e x p r e s s) 덕분 에 개인용 컴퓨터가 등 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PC 기술 덕분에 NI는 테스트 엔지니어가
맞춤형 테스트 및 측정 장비를 경제적으로 제작하여 박스형
계측 장비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를 통해
개인 테스트 및 측정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01

05

사물 네트워크 (Network of
Things, NoT) 속으로...

21세기의 특징은 네트워크 기술을 통한 사람과 디바이스 간
상호작용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혁신은 테스트 및 측정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운송의 경우
이러한 혁신의 동인은 자율 주행 및 전기 자동차 테스트의
규모와 복잡성 모두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테스트에서는 단일 배터리 셀을 처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검증 단계인 셀 수만 개와 생산 단계인 셀 수백만
개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점점 증가 하 는 복 잡성 을 처리 하 려면, 테 스 트 및 측 정
시스템의 연결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NI의 개인 테스트
및 측정 디바이스는 네트워크 연결이 적용되며 랩 또는
공장 전체 사물 네트워크(NoT)의 일부가 됩니다. 테스트
디바이스와 스테이션은 테스트 결과를 게시하고, 나아가
결과의 품질을 동료와 비교하고 상태를 평가하여 서비스
및 유지 관리 같은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데이터도
게시해야 합니다. 테스트 결과 및 장비 상태 데이터 처리는
이제 서버 노드에게 담당하며,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쉽게
크기를 조절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어 비용과 복잡성이 더욱
감소합니다. 테스트 디바이스와 스테이션의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면, 이를 디자인하는 엔지니어링의 상호 연결성도
강화됩니다.

Social with your test strategy Illustrations

그림 01
20세기는 엔지니어가 맞춤형 테스트 스테이션 빠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개인 테스트 및 측정 기술을 선물해주었습니다.

개인 테스트 및 측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J

J

J

J

개인 맞춤형 테스트 및 측정 스테이션을 제작하는 소규모
테스트 엔지니어팀
간편한 하드웨어 조립 및 확장을 통한 생산성 증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스테이션의 동작을 정의하는 기능
개선
신속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NoT 시대에서는 네트워크 기술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의 혁신을 주도합니다. 네트워크 대역폭, 지연
시간, 서비스 품질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비용을 줄이고
테스트 엔지니어링 및 운영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하드웨어와 소 프 트웨어를 분할 하 는 엔지니어의 능력이
결정됩니다. 시간에 민감한 네트워크 기술과 확장 가능한
전력 전자 장치용 XC 고속 실시간 fieldbus 기술은 NI가
이러한 네트워킹 경향을 어떻게 활용하며, 테스트 및 측정
세계에 어울리지는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림 02
엔지니어가 테스트 장비를 랩 또는 공장 전체 사물 네트워크에 통합할 수 있게 해준 네트워크 기술의 혁신. 고대역폭 네트워크 연결은 모듈식 및 확장형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용량 관리 및 확장 비용과 복잡성을 모두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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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이고 확장 가능한 테스트 및 측정을 향하여

혁신은 테스트 차원의 NoT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생성, 수집, 파이프라이닝 및 처리는 혁신의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은 이러한 모든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여,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 하드 디스크를 채우는
데이터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의 기본적인 목적이 결정과 개선을 이끄는 일임을 감안할 때, 엔지니어와
운영자에게 강조해야 하는 데이터와 기능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소셜 네트워크 기술은 사람과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고 이들이 생산하는 스트림의 세부 분석과 우선순위 지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출발 지점이 됩니다. 테스트 및 측정 인프라는 측정 수집과 데이터 전송에만 집중하는 대신,
엔지니어와 운영자, 관리자, 측정 디바이스, 테스트 스테이션, 디자인 및 제품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품 디자인 및 생산의 품질을
개선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는 사람 및 사물의 사회적 네트워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NI는 이러한 테스트 및 측정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현할까요?
J

J

스마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클라우드 연결성 - NoT의
모든 참가자는 이 연결성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전적으 로 정의하 는 스마트 인터페이스 동 작을 통 해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더욱 디지털화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센서와 액추에이터는 (시간이나 주위 조건 같은)
원시 측정 데이터를 보완해주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제 공 합 니다. 디지털 소 프 트웨어 정의 인터 페이스 는
센서와 액추에이터 지능화와 사람 및 사 물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트윈 - 테스트 대상 유닛 (UUT)과 테스트 시스템
모두 의 소 프 트웨어 표현인 디지털 트윈은 예 상되는
시 스 템 동 작 을 컴 퓨 터 가 이 해 할 수 있 는 방식 으 로
설명하는 주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나 자동화
시스템에서 UUT 또는 테스 트 시스템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알고 싶다면, 측정을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수행하는 예측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디지털
트윈 기술은 NI에서 생성하 는 모든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 부여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것 은 완 전 한 목 록 은 아 니 지 만 필 요한 기 본 기 술 을
나타내며, 주로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됩니다. NI 직원들은
제품, 운영 및 엔지니어링 성능 을 개선하려면 테스 트가
20세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엔지니어,
운영자, 관리자, 센서, 액추에이터, 테스 트 스테이션 및
UUT의 사회적, 다기능적 및 확장 가 능한 네트워크로써
테 스 트 및 측 정이라 는 개념을 바 탕으 로 , N I 는 기술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NI의 에코시스템을
21세기를 위한 최고의 테스트 엔지니어링 에코시스템으로
만들고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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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물의
사회적 네트워크

그림 03
대규모 NoT에서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려면, 우리는
테스트 및 측정 인프라를 엔지니어, 운영자, 관리자, 측정 센서, 테스트
스테이션 및 테스트 대상 제품이 한데 모여 제품 디자인과 생산의 품질을
개선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는 사람과 사물의 사회적 네트워크로 인식해야
합니다.

저자

PIET VANASSCHE

수석 엔지니어, 전기화,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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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Voltages—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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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Zero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

NI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연결 테스트 시스템은 초기 시뮬레이션에서
최종 배송에 이르는 제품 수명 주기 전체에서 대단히 뛰어난 효율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Vision Zero로 가는 여정에서 탁월한 품질과 최적의
성능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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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역경을 딛고 EV
스타트업 시작하기
우리는 언제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며, 인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관련
어려움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처리해왔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를 타던 시대가 지나고, 가스 엔진으로
구동하는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한 덕분에 인류는
먼 거리를 훨씬 빠르게 이동하게 되었지만 이는
특 권 계 층 에 게 만 가 능 한 일이었습 니다. 이후
대량 생산이 발전하면서 더욱 다양한 사용자가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동차 산업이
격변하여 엔진 시스템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적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 변화에 관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많 은 전문가 들 은 분 수 령이 되는 사 건 덕분 에
지구온난화가 주목받기 시작한 1988년이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말합니다. 기후 변화와 운송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우리의 이동 방식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삶을 뒤바꾸는 기술적
발전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지구를
위해 새로운 전기화 시대에 적응 해야 한 다 는
책임을 부 여하 는, 지구 상 의 광 범위한 인구 에
기여해 온 기술과 같은 개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지구 보존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 는 수많은 전기 자 동차(E V ) 스타트업이
설립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돋보이는 스타트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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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프 로 세 스 를 혁신하고 , 중 단 하고 ,
최적화하 는 스타트업입니다. 끊임없이 변하 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세계적 유행병과 공급망
부족이라는, 동시에 발생한 역사상 가장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결된 엔지니어링
작업흐름

2020년 NI는 한 EV 스타트업과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획한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고 기술 및 프로세스
관련 어려움을 극복하여 스타트업의 제품을 무결점 상태로
더 빨리 출시하려면, 연결된 엔지니어링 작업흐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 사 에 서 는 E V 스 타 트업 회 사가 끊 임없이 바 뀌 는
장 애물 속 에 있는 자사 의 직원, 공 급 업체 및 파트너를
지원하여 고객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비결을
살펴봅니다.

시 시간 단축

스타트업 회사가 겪는 가장 큰 압박은 제품을 늦지 않게,
경쟁업체보다 먼저 출시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E V 스타트업은 테스 트를 차별화 요 소 로 사 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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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가 하이라이트

개방적이고 연결된 작업흐름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아가 업계 표준을 준수하 는
개 방 적이 고 유연 한 시 스 템 을 확 보하 면 , 제 품 개 발 전
단계에서 공급업체와 엔지니어링팀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다른 모든 공급업체의 요소를 결합하여 NI 작업흐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 업흐름 은 개방성과 통합성이
우수해 작업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 EV 테스트 엔지니어,
EV 스타트업

출시 시간 단축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검증 단계의 왼쪽으로
옮겨 테스트 타임라인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테스 트에 의존하면 개발 속도를 높이고, 테스 트 범위를
확장하고, 프로세스 초반에 버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이용해 루프를 더 빠르게 닫는 방식에 집중하면
비즈니스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는 시작일뿐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테스트 데이터를
결합하여 여러 기능의 테스트를 통합함으로써 공급망에서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면, EV 생산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일정 관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정 관련 위험 감소

협업을 시작할 때 이 EV 스타트업의 CEO는 생산 일정을
최우선과제로 꼽았습니다. 스타트업의 우선순위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덕분에, 우리는 이 스타트업의 타임라 인을
준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J

J

J

스타트업의 심층적인 필요와 당면 중인 어려움을 이해한
덕분에, 우리는 연결된 작업흐름이 포함된 제안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스타트업은 납품 일정을 5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주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NI 엔지니어 인재를 보낸
덕분에 스타트업의 개발 시간이 25% 단축되었습니다.
전문 연결자가 되어 여러 팀과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한
덕분에, 스타트업은 원격 개발 기능을 사용하여 전 세계
자사 시스템에서 이미 생성한 코 드를 활용하 여 개발
작업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는 필수 요소이며, 자동차가 공장을 떠나 신규 구매
고객에게 인도되려면 거쳐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지만
테스트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공급망 문제 같은 다른 요소를
고려하고 해결해야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공급망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 현상은 부품 납품 소요 시간이 1년을
넘어가게 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회사는 이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가 E V 스 타트업의 일정에 위험을 제 기했기에 ,
우리는 스타트업의 디자인팀과 긴밀하게 협업하였고 이들은
테스트에 필요한 기능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와
자동차 산업의 다른 OEM및 최고 등급 회사와의 방대한 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필요한 부품을 미리 주문 하여 일정
지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타트업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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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제한 이라 는 불 확 실성 속 에 서도 자 동차 를 계 속 만 들고
테스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동차 파트너 에코시스템과
협력하여 관련 노하우를 NI의 자동화 및 측정 경험과 개방형
작업흐름에 결합하였습니다. 다양한 자동차 영역에 대한
NI의 수직적 전문지식을 EV 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 및 과학
관련 전문지식과 결합한 덕분에, 스타트업은 2021년 첫 번째
차량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최상의 고객 경험과 품질 달성에 집중함으로써
제조 운영을 계속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제품 품질 향상

시장 수요의 속도에 맞게 기능하는 EV를 제작하려면, 회사는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테스트 관련 사고방식과 접근 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데이터 액세스 권한까지 얻은 덕분 에, 스타트업은 자사
경영진이 차세대 차량의 품질을 개선하는 결정을 내리고
앞으 로는 어디에 투 자 를 집중 해야 할 지를 이해 한 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

NI는 데이터 테스트 및 분석에 관한 현대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연결 계측 장비를 구현하 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테스트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 에 소 프 트웨어, 하드웨어 및 연결된 작 업흐름 을
제공하여 팀의 실적 개선을 지원합니다.
연결된 작업흐름을 구현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을
사 용하고, 데이터 분석을 조직 전체의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로 포지셔닝하는 작업은 이 E V 스타트업이 여러 팀
및 이해관계자과 상호작용하 는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습니다. N I의 도움 덕분 에 이 스타트업은 이제 더
민첩하게 행동하고 , 전체 툴체인에서 자체 작 업흐름 을
정의하고 , 지구 환경 보존 이라 는 여정을 진행 하 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장과 기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엔지니어링팀이 E V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기술 관련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볼 다음 호를
기대해주십시오.

저자

BRENDA VARGAS

수석 솔루션 마케팅 관리자, 운송 부문,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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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수명
주기 혁신의 중요성

자동차 산업은 전기 자동차(EV)로 꾸준히 전환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는 시장 점유율과 회사 수익을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성공과 실적은 새로운 어려움과 계속 진화하는 고객 고려사항을 동반하는 다양한
기술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새로운 모델은 주행 거리, 가속도, 가격과 기능이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EV
경쟁의 승자는 고객의 요구 사항에 가장 잘 적응하고 차량을 그에 맞게 빠르게 전달하는 회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제조업체에 진정한 경쟁 우위를 선사할 단
하나의 종속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배터리 혁신입니다.
EV의 사양은 배터리라는 단일 구성 요소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배터리 디자인, 생산 및 수명은 모델에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의 성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중요 종속성을 고려하십시오.
J

J

J

J

J

J

재충전 시간
충전/방전 주기의 영향
전기적 출력의 일관성
제조 비용
안전 기록
온도 최대치

이러한 속성을 반드시 반복적으로 평가하여, 제조업체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가장 매력적인 자동차를 만들게 해야
합니다.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한 번 만드는 공급업체는
장기 경쟁의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배터리 혁신에 관한 회사
문화를 가장 잘 구현하고, 빠른 디자인을 위한 플랫폼을
마 련하고 , 데이터를 이용하 여 디자 인 주기를 단 축하고
개선하는 공급업체가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NI에서는 배터리 혁신에 데이터 중 심 접근법을
적용합 니다. 현재 이러한 접근법은 디자 인과 검증 에서
출발합니다. R&D 팀은 배터리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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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생성한 데이터는 대단히
중요합 니 다. 하지 만 여 러 출처 와 위 치 에 있 는 이 러 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늦지 않 게 액세스하 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양식, 테스트 절차, 저장소 위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등의 복잡성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은 그 자체가 프로젝트가 됩니다.

NI는 이러한 어려움 을 처리하 는 포괄적인 솔루 션을
S y s t e m L i n k 소 프 트웨 어에 서 기 본으 로 제 공 합 니 다.
이 중 앙 플 랫 폼 은 모든 데이터 생 성 출처를 연결 하 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형식과 스키마가 정해진 알려진 위치로
변 환 함 으 로 써 배 터리를 데이터 관 리를 단 순 화 합 니 다.
연결성과 데이터 게이트웨이는 기존 및 신규 검증 연구소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확장형 아키텍처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완전한 배터리 인식 도구 모음을 통해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시점에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합니다. NI와 함께
하면 제조업체는 배터리 데이터에 대한 접근법을 표준화 및
자동화하여 더 나은 배터리 기술을 빠르고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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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배터리 데이터 및 분석 작업흐름
상황 인식
배터리 분석

시스템 연결

디바이스 검색

데스크탑
PC/서버

사용자 대시보드

원격 실행

기타
테스트
시스템

관리자 도구

데이터 게이트웨이

모니터링 및 태그

배터리 검증 연구소

NI 배터리
테스트
시스템

설정 가능한 보고서

데이터
자산 생성

파일 수집

테스트 결과

복지 혜택

배터리 개발
비용 감소

요구 사항 100% 준수

생산성 및 인사이트 확보 시간
단축

유연성과 확장성을 구현하는
개방성과 상호 운용성

그림 01
배터리 검증을 위한 NI 배터리 분석 어플리케이션

그런 다 음 제조업체는 이러한 디자 인을 대량 생산으 로
확장 하 며, 이후 에 는 프 로 세 스 재 현가 능 성과 정확성에
집 중 해 야 합 니 다. 이것 은 수 익 성 있 는 대 규모 생 산 을
달성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며,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치 수백만 개를 모니터링하고 오류 발생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다시 데이터에 주목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셀에서 모듈과 팩 및 섀시에 이르는 귀중한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배터리에서 직접 가져오는 이러한 제품
중심 데이터는 생산 프로세스의 상태와 안정성을 가장 잘

생산 라인 장비, 실행 및 자동화

제조 제어

적응
제조

NI 배터리
분석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치를 추출하려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율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검증 영역에서처럼,
NI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다른 출처(예: MES 또는
ERP 시스템)와 결합하며 생산 프로세스 및 배터리 디자인
자체에 관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생성하는 배터리 생산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는 운영 및 비즈니스
KPI를 개선하는 데이터 기반 또는 자동화된 결정 모음까지도
지원합니다. 동영상 처리 및 머신 러닝의 발전 덕분에, 이러한
데이터는 테스 트 와 측 정 파 라미터 결과 는 물론 카 메라
이미지(예: 용접 품질 검사하는 사 용하는 이미지)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셀

계통 추적

모듈

등급 관리

배터리 품질 검사
배터리 안전 최대화

팩

섀시

배터리 생산 단계 전반에 걸친 데이터 조화
적응
제조

폐기물 및 수리
최소화

성과 지표
집계

현장 문제
최소화

충전 방전
주기 및 성능

RCA를 이용한
동향 예측

대상 지정
리콜 감소

그림 02
배터리 생산을 위한 NI 배터리 분석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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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한 검증 및 생산용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배터리 수명 주기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데이터 추출을
위한 인프라 구현을 시작한 제조업체는 EV 시장이 성장하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될 때 경쟁에서

저자

앞서 나가면 배터리 혁신을 이끄는 기본 플랫폼과 회사
문화 를 확보할 수 있고, 제조업체는 히스 토리 데이터를
이 용 해 배 터리 디 자 인 을 개 선 할 수 있 습 니 다. 이 러 한
회사는 경쟁업체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배터리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습니다.

JAMES GUILMART

PRINCIPAL SOLUTIONS MARKETER,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NI

웨비나 보기

iviota
Accelerate Insight and
Innovation with Viviota
Time-to-InsightTM Software
Viviota Time-to-Insight software streamlines test data management and analyses
across your organization—Your teams focus on innovation and not on managing data.
• Digital transformation & collaboration across your teams
• Automated ingestion of 2000+ data types
• Automate cleansing & transformation routines
• Search Engine for discovery, visualization & selection
• Synchronize data sets for sensor fusion & simulation
• Automate LabVIEW, DIAdem, Python, & MatLab analysis scripts
LEARN MORE: www.vivio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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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요 미국 트럭 제조업체
응용 분야:
디지털 엔지니어링

도전 과제

고객은 테스트 데이터에
관한 맥락적 정보(예: 엔진
또는 테스 트 차량의 설정)가
제한적인 격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시스템의
경직성과 고용량 데이터 때문에
시간적 제약 내에 모든 데이터를
분 석하기가 쉽지 않 았 습 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비용
상승과 사 이클 시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솔루션

Viviota Time-to-Insight Edge
J

J

J

J

데이터 수집 자동화 및
운영화와
유연한 동적 메타데이터
스키마 구현
단일 Time-to-Insight (TTI)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센서 데이터 범용
액세스 권한 제공
기존 엔지니어링 분석 툴 및
회사 시스템과의 간편한 통합
제공
아무리 큰 분석 워크로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에지에서의
분석 속도 상승

사용하는 NI 제품:
J

J

SystemLink
DIA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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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Link 및
Viviota Time‑toInsight를 사용한
자동차 디지털
혁신

급변하는 시장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는 반복 디자인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여 제품을 최대한 빠르게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조업체는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확보하고,
제품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도전 과제: 노후된 인프라 속에 있는 고립된
엔지니어링 데이터

주요 북미 트럭 제조업체가 개선된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와 빠른 분석을 위해
Viviota Time-to-Insight (TTI) Edge 소프트웨어를 선택했습니다. Viviota TTI
소프트웨어는 SystemLink 데이터 모듈 및 DIAdem과 함께 작동하여 데이터 및
분석 관리를 자동화합니다.

트럭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작 업흐름 은 다 중 테스 트 셀 및 차 량
내 테스트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얻은 엔진 테스트 데이터 분석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치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가 격리되었고, 엔진 또는
테스트 차량의 구성이나 테스트 셀 설정 또는 수행한 테스트 유형 같은 맥락적
정보(메타데이터)가 제한되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및 관련된 맥락적 데이터를
찾으려면 별개의 데이터베이스 및 디렉토리를 조회하여 테스트 및 획득한 테스트
데이터에 관한 세부 정보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기능은 준비 시간이 수 시간에 달했습니다.
시스템의 경직성과 고용량 데이터 때문에 시간적 제약 내에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없어 비용이 많이 드는 재검사를 수행해야
했고, 그 결과 개발 프로세스가 느려졌습니다.

목표: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를 위한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한 단일 시스템

고객의 팀원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센서 데이터 사 용 및 공유에 관한 모든
측면을 자동화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 팀에는 안정적이고 빠른 분석과 보고를 위한
명료하게 문서화되고 검증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수동 프로세스를 제거하고 더
우수한 데이터에 대한 보편적인 액세스를 제공한 덕분에, 엔지니어는 제품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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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특집

데이터 소스

시계열 센서 데이터

A/V 데이터

보조 데이터

메타데이터

15

Viviota Time-to-Insight Edge™
데이터 준비
작업흐름

로컬 분석
실행

메타데이터
수집

색인, 검색,
및 시각화

데이터 노화
정책

데이터
압축

다중 출처
파일 수집

이벤트 감지
및 태그 추가

테스트 랩

테스트 셀

최종 조립 라인 테스트

Viviota Time-to-Insight Edge 소프트웨어

원형 제작 및 테스트를 위한 더욱 가치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품 출시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솔루션: Viviota Time-to-Insight
Edge 소프트웨어와 SystemLink
데이터 모듈 및 DIAdem

V i v i o t a 에 서는 완전한 종 단 간 데이터 관 리 및 분 석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테스 트 셀, 랩 및 테스 트
트랙을 포함한 여러 에지 컴퓨팅 환경에서 T TI Edge가
구현되었습니다. 솔루 션은 사 용자가 단 일 창 에서 모든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에지 환경의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통합했습니다. 솔루션
플랫폼에는 데이터 관리, 분석 및 보고를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서버-클래스 시스템인 HPE Moonshot
서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T TI는 어떤 데이터 출처의
엔지니어링 데이터도 한 곳에서 액세스할 수 있게 하여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TTI에서 제공한 유연하고
동적인 메타데이터 스키마 덕분에 엔지니어는 모든 관련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믿을 수 있는 결론을 더 빠르게 내리는
데 필요한 풍부한 데이터 컨텍스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일 인터페이스와 최신 엔지니어링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행하는 기능도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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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 Edge의 기본적인 처리 구성요소는 스토리지와 처리를
모든 가용 서버 카트리지에 분배하여, 데이터 관리와 검색
및 분석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Viviota의 TTI
소프트웨어는 HPE Moonshot 플랫폼을 사 용하여 I/O
확장성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 개선 사항은 제품 출시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디지털 변환 팀은 시스템 투자 회수 기간을
1년으로 예상하며 지속적인 절감 효과를 기대합니다.

저자

ERIC NEWMAN
CEO, VIVI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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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Zero을
향한 더
나은 길

NI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 는 최고 의 테스 트
제공업체입니다. V ision Zero로 가는
데 지 름 길 은 없지 만 더 좋 은 방 법 은
있습니다.
커넥터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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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Parameters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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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로 인한 생활 방식과
제조업의 영구적 변화

2015년에 10년 된 제 세단을 바꿔야 했을 때, 저는 다른 내연기관 차량을 차고 싶진 않았습니다. 가솔린
차량을 사는 일은 작업에 타자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식이라는 뜻이죠.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보편적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자동차 구매에 관한 느낌 변화를 관찰하고 소비자
및 자동차 업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첫 EV를 구매하자, 기술에 정통한 친구와 직장 동료조차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전은 어떻게 할 거야? 장거리 여행은
할 수 있어?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 이러한 걱정이 완전히 근거가 없지는 않았고, 그들은 EV가 주류가 되려면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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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가족과 저는 EV 라이프스타일에 곧바로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아 침 완충 된 차 를 이용했고 , 시간 을 내 주 유소에
들를 필요가 없어졌죠. 장거리 자동차 여행도 우리 가족의
EV에서는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충전소를 미리
확인하고 정확한 정차 지점을 알 수 있어 여행 계획 세우기가
더 쉬워졌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뢰하는 변화에 동참하는 일은 기분이
좋았고, 전기 모터의 순간 토크와 무게 중심이 낮은 차량
조작도 즐거운 요소였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두 번째 EV를 구매하여, 온가족이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으로 넘어가 보면, 올해 슈퍼볼에는 신형 완전 전기
자동차 광고가 4개 이상 등장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전환이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 했음 을 보여줍니다. E V 가
대중화되고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거대한 S자 곡선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202 5년에는
새로운 배터리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s, BEV)가
1,200만 대 생산될 것이며, 필요한 전 세계 전력량은 1,300
GWh 이상이 됩니다.

한 명의 소비자로서, 저는 제가 한 경험과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한다는 느낌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테스 트 및 측 정이라 는 한 우물 만 판 전문가로서, 저는
OEM과 공급망이 겪고 있는 기술적 어려움에 많은 관심이
갑니다.

배터리는 BEV의 핵심 요소로, 차량의 주행 거리와 성능, 비용
및 수익성을 결정합니다. 배터리는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BEV는 무거우며 무게 중심이 대단히 낮아,
전복될 위험이 거의 없어 대단히 안전합니다. 조수석 앞에
거대한 엔진과 변속기를 놓을 필요가 없어 가장 위험한 충돌,
측 고속 전방 충돌 시에도 생존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배터리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리콜이나 화재 같은 발열
사고 때문에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점 때문 에 일부 구 성요 소에서는 제조 처리량 과
테스트 범위의 균형 유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021년
배터리 팩의 평균 비용은 $137/kWh였고, $100/kWh라는
이정표에 도달하면 가솔린 차량보다 BEV가 더 저렴해질
것입니다. 일부 차량 범주에서는 BEV의 유지비가 이미 더
저렴합니다.
OEM과 셀 공급업체 모두가 새로운 시설 건설 관련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셀 형성과 에이징에는
약 2주가 걸리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 중에 가장 많은 비용과
자 원이 많 이 들 어가게 됩니다. 모듈 및 팩 어셈블리는
상대적으로 더 간단하지만, 고장 난 제품 수정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장 수리에는 상당한 양의 작업과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J

J

J

J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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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에 우선순위 지정 - 업계의 야심 찬 목표를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 로 달성하려면 방대한 디바이스에서
비싼 재활용 및 테스트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합을 조기에 자주 선별 - 배터리는 비싸고, 복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최종 조립 후 결함을 수정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셀 수준에서 결함을
최대한 빨리 감지하려면 포괄적인 테스트 전략을 분석과
결합해야 합니다.
프로세스와 테스트 데이터 연결 - 근본 원인을 빠르게
확 인하고 , 영향 받을 수 있는 다 른 제품 을 식별하고 ,
프로세스와 테스트를 빠르 게 개선하려면 전체 장비의
데이터를 공 급 망 및 R & D 에 서 제 공 하 는 테 스 트 및
프로세스 데이터와 결합해야 합니다.
테스 트 정확성 및 재현가 능 성 보장 - 당 연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이 문제를 당 연하게 여기면 특히 배터리
같은 저임피던스 디바이스를 다룰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픽스처링이 결합되면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테스트를 제품에 통합 - 최종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추가 테스 트 범위와 데이터를 제공하 려면, 배터리
구성요소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전자 기기를 제조
프로세스 전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적응형 제조 프로세스 사용 - 셀 화학, 폼 팩터와 테스트
방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개선됨에 따른 빠른 변화
속도를 수 용하 려면, 제조 프 로세스 의 속도 도 빨라 야
합니다. 제조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려면 기존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측 장비 및 전력 전자 장치에 대한
유연한 모듈식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 로 , 많은 점에서 E V 제조 규모 확 대가 여전히
혁신과 기술의 새로운 미개척지라는 사실도 지금 이 시대를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저는 NI와 NI의 솔루션이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는 대량 제조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의 제품이
더욱 지속 가능한 운송의 출현을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즐거워합니다.

저자

ELIJAH KERRY

최고 제품 관리자, 전기 자동차, NI

배터리 작업의 규모를 확장하려면 다음에 집중하는, 테스트
및 제조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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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을
통한 혁신
주도

코 로나 와 함 께 하 는 삶 의 도 래 나
대담한 밀레니얼 세대 중 어느 쪽이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개인의 개성을 더욱 인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서로를 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는 근 본 적인 변화 를
부 정하기란 불가 능 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NI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담당 이사인
Kazique Prince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Jeff Phillips: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azique씨! 자기 자신과 개인적 배경 및
NI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소개해주시겠어요?

Kazique Prince: 저는 오스틴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으며, 오 스틴은 저와 이제
성인이 된 두 아 이 를 포 함 한 제 가 족 이
집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제가 오스틴을
사랑 하 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고장이라 주장하며, 이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운전하면 이곳이 여전히 텍사스 중심부라는
사 실 을 알 게 됩 니 다. 평 생 동 안 경 험 한
이러한 깨달음에 직접 목격한 편견에 관한
이야기와 경험이 더해져, 저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 간의 직장 생활 중
대부분을 DEI에 집중한 거죠.
JP: 많은 사람들은 DEI를 새로운
산 업이 나 새 로 운 영 역이 라 생 각 하지 만,
당신은 아까 말 한 것처럼 2 5 년 동 안 이
분 야 에 집 중 하 셨 죠 . 편견 을 목 격 했 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경험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KAZIQUE PRINCE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담당 이사,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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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P : 저는 심리학 학위가 있고 다 양 한
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드넓은 오스틴 지역에는 2백만 명이 살고
있으며, 수많은 언어와 문화가 존재합니다.
NI에 합류하기 전에 저는 오 스틴 시장의

2022. 05. 09. 18:22

사설

정책 고문으 로서 인종 관계와 경찰 상호작용 에서 경제
발전과 교육 개혁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JP: 굉장 한 이력이군요 , K azique씨! 그런 데 왜
“빅 비즈니스”로 전환하신 건가요?

K P: 제 이전 역할은 대부 분 처음부터 종료일이 정해져
있 었습 니다. 프 로 그램 을 만 들 면 이직하 는 식이었 죠 .
저는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DEI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비즈니스로의 이직 과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DEI는 그 자체가 비즈니스입니다. 회사 문화에 DEI의 이상이
자연스럽게 각인될수록, 우리의 업무 능력이 개선됩니다. 더
많은 수익을 실현하고, 혁신을 강화하고, 산업을 이끌 수 있게
되죠.

21

개 선되고 , 개인이 세 상 을 바 꾸 며, 각 자 의 꿈과 열망을
유의미한 방식으로 실현하는 순간합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 개인과 기업에게 새로운 과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변화 는 좋 은 일도 나 쁜 일도 아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상을 수용하며, 대단히
다양하고 유능하며 의욕적인 직원으로 구성되는 유능한
조직을 만드는 데 헌신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NI가 감당하는
변화가 자랑스럽습니다.

JP: 이런 요소를 수익이나 혁신 같은 KPI에 연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자신의 노력이 미친 영향력을 어떻게
정량화하시나요?

KP: 다행히 수많은 학자들이 이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을 비교한 연구 및 문헌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평균 수익이 5억 달러나 높습니다. 다음
핵심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에 관한 인사이트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얼마나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 는 훌 륭 한 관 리 자, 팀원, 문제 해결 자 및 갈등
해소자가 되는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JP: 지금부터는 측정 지표가 아닌 실제 구현이라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NI의 목표는 2030년까지 여성 직원의
비율을 50%로 늘리는 것입니다. “더 나은 행동”에 대한
이타적인 필요를 넘어 이러한 이상이 관리자 커뮤니티라는
토대 속 에서 구현되는 모습 을 확 인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KP: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상을 전파하고 의도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직 경영진은 측정 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관한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포용을 통해 조직을 이끌고 다양한 문화를 통솔할 수
있는 인력을 개발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좋은 관리자가 되는 것만으론 부 족합니다. 파 워
스킬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특성은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과
고혁신 기업의 필수 요소입니다.

JP: 다시 NI로 돌아와보 죠. 이곳에서의 여정과 앞으 로
나타날 기회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K P : 좋 은 주 제 군요 , J e f f . 제 가 이 곳 에 온 궁 극 적인
이유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NI 경영진의 열정과
의향이었습니다. NI는 중요한 과제에 응답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혁신을 통해 앞서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으 로 명성이 높 은 조직입니다. 이런 회사가 여성이나
다 양 한 인종의 사 람들 에게 매력적이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타인을 포용하고, 집단 강점을 이용하며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 인하고 싶습니다. 이 순 간 이 바로 우리의 삶 이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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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REY PHILLIPS

NI GTM(시장화 전략), 교통 담당 이사

2022. 05. 09. 18:22

22

솔루션 개요

현대적인 EV 배터리 랩

전기 자동차(EV) 배터리의 품질과 성능은 EV 제조업체의 브랜드, 시장성과 마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급변하는 배터리 기술 때문에 검사 작업의 속도가 늦어지고,
출시 약속과 비용 기대를 충족하려면 값비싼 자본 투자와 자원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배터리 성능, 내구성과 안전을 확인하려면 엔지니어는 다양한 환경 조건, 충전/방전
프로필, 장애 모드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변수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또한 IEC 62660이나
SAE J2464 같은 표준 충족을 위한 규정 준수 테스트 때문에 이미 충분히 까다로운 EV
배터리 테스트 작업이 더욱 복잡합니다.

NI 솔루션
01

잡다한 일 대신 테스트에 집중
배터리 테스트 시스템(BTS)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본 제공
기능을 이용해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구성에서 자동화에
이르는 모든 테스트 요구 사항에 맞게
테스트 계획을 사용자 정의하십시오

02

테스트 엔지니어링의 고충 해소
다양한 역할 및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정의 가능한 UI를 이용해 테스트
결과를 요청하고, 구현하고, 실행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합된 소프트웨어
툴체인을 이용해 개발 부담을
줄이십시오

03

크기 및 예산 충족
기존 장비에 원활하게 연결하고, 새
장비를 추가하고, 대규모 테스트 장비
배포로 확장하면서도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데이터 기반 결정을
내리는 역량은 유지하여 총 테스트
비용을 낮추십시오

NI 솔루션의 장점
J

J

J

단일 테스트 셀에서 대규모 분산형
배 터리 테스 트 랩으 로 확장된 후
이러한 a 환경에 적응하 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사 용하여 출시 압박에
대응
강력한 데이터 및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테스트 셀
활용 률과 효율 성을 개선함으 로써
운영 비용을 최적화하고 전반적인
CO2 배출 감소
신속한 테스트 계획 개발,
디자 인에 서 테 스 트 엔지니어링에
이르는 개선된 작 업흐름 관 리와
강력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예산을
초 과 하지 않고 도 더 나 은 배 터리
성능을 빠르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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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챔버

3

23

챔버 내 측정
DUT

냉각 장치

4

1

배터리 사이클러

2

측정 랙

5

배터리 테스트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시스템 관리

배터리 테스트 시스템 구성요소

1

2

3

4

5

나머지 테스트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고도 통합할 수 있게 하는 계측 장비 추상화 레이어를 통해 NI 또는 타사(예: NH
Research, Heinzinger Automotive, EA Elektro-Automatik)에서의 배터리 순환을 위한 전력 전자 장치에 연결
최소한의 채널당 비용 증가로 챔버나 다른 테스트 및 제어 장비에서 제공하는 직접적인 동기화된 테스트 대상
디바이스(device under test, DUT) 측정,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변수를 위한 수천 가지 채널로 확장할 수 있는 실시간 컨트롤러를 갖춘 측정 랙

온도 및 습도 프로필 테스트 실행 및 변형률, 전압 전류 또는 진동 같은 기타 DUT 측정을 위한 견고한 IP 등급 챔버 내
측정 모듈 및 열 챔버 제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플러그인, 운전자, 분석/테스트 IP 같은 구현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통합된
소프트웨어 툴체인에서 최고 수준의 추적 가능성과 재현가능성을 제공하는 무손실 데이터 로깅을 지원하는 배터리
테스트 소프트웨어
활용률과 가동 시간을 극대화하고 시설 관리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CO2 배출을 줄이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한 NI의 데이터 및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고객의 요구에 꼭 맞는 시스템 통합 옵션

NI는 어플리케이션별 요구사항에 맞춤화된 다양한 솔루션 통합 옵션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인 시스템 제어를 위해 자체적인 사내
통합 팀을 활용해도 되고, 전 세계적인 NI 파트너 네트워크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턴키 시스템을 구축해도 됩니다.
제품 품질 향상 및 테스트 일정 단축에 관한 사항은 계정 관리자나 NI(전화: (888) 280-7645 또는
이메일: info@ni.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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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3610 V2X Sniffer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교통 체증을 줄이려면, V2X (Vehicle-to-Everything)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다른 차량과 트래픽 인프라(예: 신호등, 노변 장치,
보행자 장치)와 상호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기관, 자동차 OEM과 공급업체는 V2X 랩과 현장 어플리케이션에서 V2X 신호를
검증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소형 디바이스에서의 RF 상황 및
패킷 기반 V2X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고객 요구 사항
01

모든 유형의 차량, 인프라, 노변 장치와
보행자 장치의 V2X 인프라 검증

02

V2X 전송을 모니터링하여 디바이스가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03

C-V2X(셀룰러) 및 DSRC(802.11p)의
기본 메시지, 고급 프로토콜, 원시
무선 신호를 GPS/GNSS 위치 신호와
함께 디코드

04

이러한 인터페이스에서 캡처한 V2X
메시지 기록

05

RF 신호 품질 관련 개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공

Conformance
Interoperability
Scenario based
5G / LTE / DSRC

Certified Leader in V2X Test
Learn More
www.sea-gmbh.com/v2x
www.ni.com/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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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 S.E.A. 시스템 설정
모니터, 마우스 및
키보드

S.E.A.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NI USRP-2974
V2X Antenna

또는

고객 PC
원격
데스크탑

GPS 안테나
Windows
S.E.A.
Sniffer Software

Wireshark

FPGA

Wireshark

S.E.A.
C-V2X Engine

S.E.A.
DSRC Engine

V2X Sniffer system

NI + S.E.A. 솔루션
01

NI USRP-2974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독립형 디바이스는
고성능 Windows PC, FPGA 및 확인된 V2X 스니퍼의 최장
RF 신호 지원을 제공합니다.

NI + S.E.A. 장점
J

J

02

S.E.A. 3610 V2X Sniffer 소프트웨어는 C-V2X 및 DSRC RF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C-V2X 및 DSRC 이벤트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산업 표준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03

J

J

Wireshark로의 강화된 확장은 V2X 메시지가 있는 패킷을
모니터링하고 기록 하 며, T Z S P 같은 고급 프 로 토콜 을
지원하고, MAC LTE 정보를 유일하게 제공합니다.

주요 스펙

J

C-V2X(셀룰러) 및 DSRC(802.11p)에 인증된 OmniAir인
V2X 스니퍼 전용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기술과 포괄적인 NI/S.E.A. V2X
테스트 및 측정 에코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이용한 미래
대비 디자인
C-V2X 및 DSRC 커뮤니케이션의 동시 모니터링과 RF
신호 품질 및 메시지의 온라인 모니터링
동시에 수백 대의 차량이 존재하는 고부하(혼잡) 상황
지원
로깅 및 IQ 데이터 기록에 맞게 확장하는 기능

V2X 메시지는 물론 무선 V2X RF 신호까지 모니터링
C-V2X와 DSRC 동시 지원

S.E.A. 3610 V2X Sniffer Software

S.E.A. FPGA에서의 C-V2X Engine 및 DSRC Engine

GNSS 정보 수집

다음 RF 신호 보기 포함: 스펙트럼, 기저대역, C-V2X 및 DSRC용 Constellation(C-V2X에서 서브프레임
타이밍 추가)
패킷을 PCAP 파일 형식으로 저장

각 패킷의 추가 PHY/MAC 정보(SCI-1)를 사용하여 V2X 메시지 정보 확장
Wireshark 강화 버전

NI USRP-2974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독립형 디바이스
액세서리(안테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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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및 중국 V2X 어플리케이션의 공통 파라미터 설정용 프로필 포함
Wireshark 패킷 분석기, 고급 프로토콜 디코딩을 이용한 확장

Intel i7 2 GHz 쿼드 코어 프로세서, Windows OS 및 Kintex-7 XC7K410T FPGA 포함
안테나 및 기타 액세서리용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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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테스트 범위 분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을 출시하려면, 관련 산업은 차량이 접하는 무한대에 가까운
주행 시나리오를 처리해야 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개발할 때도 전자동
차량(AV)을 개발할 때도, 제품 개발 주기의 각 단계에서 방대한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양한 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고객 요구 사항
01

03

02

04

대규모 테스트 계획과 적용 방법 및
도구를 바탕으로 ADAS/AV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산업 표준 Open Scenario 2.0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시나리오를 KPI와
함께 지정하여 넓은 적용 범위 보장

해답기 기술을 사 용하여 OSC2
시나리오를 위한 수많은 관련 테스트
생성

J

자동차 회사가 ADAS를 객관적으로
제 작 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 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솔루션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 적용 범위,
나아가 고객의 신뢰까지 개선하는
종합적인 ADAS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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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 NC A P 같은 표준 시나리오
패키지를 상 대 로 테 스 트를 빠르 게
진행

결과 를 분 석하고 차 량 이 구체 적인
안전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을 확인

NI + FORETELLIX ADVANTAGE
J

05

J

J

첫날부 터 구체적인 A DA S/AV
시나리오를 테스 트할 수 있는
적응형 동적 V&V 패키지
추상적인 시나리오와 절단
시나 리오를 수행하 여 무한 대의
테스 트 대상 시나 리오를 만드는
기능

J

여러 지역에서 다 양 한 규제를
고려하여 미리 정의된 시나리오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동차
캠페인의 개발 작업과 시간을
줄이는 전역적 적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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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나리오 포함 V&V 패키지
(NCAP, AEB, L4, 등)

데이터 기록
디지털 트윈 생성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자동화(시나리오 엔진 및 디버그)
재생

SIL 테스트

HIL 테스트

분석 및 인사이트
NI + FORETELLIX 솔루션은 ADAS 소프트웨어 검증 작업흐름 전체에서 차별화된 테스트 적용 범위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NI + Foretellix 솔루션
01

Foretellix의 테스트 관리 플랫폼인
Foretify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안전 격차를 식별하고, 개발
프로세스를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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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 세계적 산업 표준인 Open
Scenario 2.0을 사용하여 만든
유효성 검사 및 검증(Validation and
Verification, V&V) 패키지에서 미리
정의된 시나리오 실행

03

초고충실도 시나리오 생성 및 실행에
NI monoDrive Simulator AD를
활용하여 계획 시스템 검증에 필요한
차량 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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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없습니까? 그래도
테스트를 진행해 봅시다.
EV 테스트에서 배터리
에뮬레이터가 하는 역할

전기 자동차(EV) 배터리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가격도 비싸며, 배터리가 쓸모없게 되는 일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EV의 심장이며, 인간의 심장이 그렇듯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차량의
모든 기능이 최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터리 사용과 관련한 위험, 비용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해, 테스트 엔지니어는 배터리 에뮬레이터를
사 용하 여 파 워트레인, 고속 충전기, 전원 공급 장치(E VSE), DC/DC 변환기 같은 E V 구 성요 소를
테스트합니다. 이러한 구성요소에 실제 배터리가 충전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엔지니어는 더 빠르고
안전하며 재현가능성이 뛰어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동시에 테스트 초기 단계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온도 종속성이나 인적 오류 같은 변수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엔지니어가 가장 희귀한 리소스인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시간 단축하기

실제 배터리를 사용하면 충전, 방전 및 테스트에 적합한 충전 상태(State of Charge, SOC)를 만들기 위한 배터리 방치 같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터리 에뮬레이션을 사용하면 이러한 모든 준비 작업이 크게 줄어듭니다.
필요한 실제 배터리 특성을 배터리 에뮬레이터에서 즉각적으로 제공하며, 따라서 엔지니어는 배터리 동작의 미묘한 차이 대신
테스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배터리
M

1

T

2

W

3

T

4

F

5

배터리 에뮬레이션

S

6

S

7

M

8

T

9

W

10

M

11

테스트 시간(일)
공회전 테스트

테스트 이전 휴식 시간

SET SOC

ACTUAL TEST

1

T

2

W

3

4

테스트 시간이 12일에서
3일로 단축

그림 01
고격 결과에 따르면 실제 배터리를 NHR 배터리 에뮬레이터로 교체한 결과 총 테스트 시간이 70%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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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증명하기 위해 NH Research(NHR)에서는 실제
배터리를 이용해 9번의 테스트를 진행한 실제 시나리오의
데이터를 취합한 다 음 NHR의 배터리 에뮬레이터를
사 용한 동일한 테스 트 의 결과 와 비교했습니다. 배터리
에뮬 레이터에서는 테스 트 시간 이 70 % 감소(그림
1 참조)했고, 주로 공회전 및 방치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안전성 개선

배터리는 장애가 발생하면 심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고전압
고 에 너 지 디 바 이 스 이 며 , 따 라서 모 든 관 련 테 스 트 는
정상적인 기능은 물론 안전 보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가스, 부식성 물질, 화재 또는 폭발 같은 위험 때문에
E V 회사는 실제 배터리를 이용한 테스트를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명시한 안전 정책을 만들며, 대부분의
정책에서는 테스 트 시간 을 근 무 시간으 로 제한합니다.
배터리 에뮬레이터를 사 용하면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 므 로, 상기 우려사항과 제한 없이 테스 트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현가능성 및 정확성
개선

마모된 배터리는 충전/방전 사이클이나 단순한 노화 때문에
동 작 이 어쩔 수 없이 달 라지게 됩니다. 또한 배 터리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냉각제 계통과 온도 변화 같은 중요한
환경관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실제
배터리의 전력 출력으로는 다른 구성요소의 테스트를 온전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현가능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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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에뮬레이터는 다음 등가 모델에 따라 배터리의 어떤
SOC도 정확하게 재현하는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 “배터리 에뮬레이션 모드”에서는 에뮬레이터가
들 어오 고 나가 는 전류 를 측 정하고 , 이를 이용 해 (실제
배터리가 하는 것처럼) 전류 흐름과 상관없이 터미널에서의
바람직한 출력을 지속 적으 로 유지하 는 데 필요한
전압(Vocv)을 계산하여 터미널 전압(Vbatt)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배터리 에뮬레이터 선택

배터리 에뮬레이터를 선택할 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적응성

모 든 배 터 리 를 모델 링 하고 테 스 트 요구 사 항 에 맞 게
조정하려면, 등가 배터리 모델의 전압 및 저항 값과 동작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전압
설 정 기 능 에 느린 속 도 에 서 전 압 을 슬 루 하 는 기 능 이
더해지면 배터리 충전 또는 방전 시 예상되는 전압 변화를
에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그림 3에서는 여러 방전 펄스에
적용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직렬 저항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압 변화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직렬 저항
모델이 있는 전류와 비례하므로, 엔지니어는 신규(낮은 저항)
또는 기존(높은 전압) 배터리에 연결된 상태를 가정하여
디바이스를 테스 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더
빠르고 일관적이며 안전한 테스트를 선사합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재현 가 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배터리 에뮬레이터는 실제 배터리를 직렬 저항의
양방향 전압 소스로 모델링합니다(그림 2 참조). 이렇게
하면 어떤 SOC에 있는 어떤 배터리도 시뮬레이션하여 재현
가능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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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3
직렬 저항 모델을 이용한 EV 배터리 시뮬레이션

Vbatt

그림 02
배터리 등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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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전기 용량

저항의 프로그래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배터리 에뮬레이터는 전류가 충전될 때 저항의 영향을 정확하게 에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출력 전기 용량이 낮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출력 전기 용량을 통해 노이즈를 줄이는 양방향 전원 공급
장치와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림 4에서는 실제 배터리와 에뮬레이션한 배터리를 비교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뮬레이션한 배터리의 특징이 실제
배터리의 특징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출력 전기 용량입니다.

그림 04
실제 배터리(왼쪽)와 NHR의 배터리 에뮬레이터(오른쪽)의 비교

소프트웨어를 통한 확장성

EV 테스트 엔지니어는 배터리 에뮬레이터의 낮은 전기 용량과 프로그래밍 가능성은 물론, 배터리 에뮬레이션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J

J

J

EMF 효과를 안전하게 다시 처리하는 양방향 격리형 터미널
전력을 강화하고 진화하는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모듈화
실제 조건을 에뮬레이션하고 테스트 시간을 줄이기 위한 빠른 응답 시간

EV 파워트레인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하려면 개방형 연결성과 유연한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테스트 스테이션을
관리하고, 측정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추가하거나, 다른 테스트 장비와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NI의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NHR의 배터리 에뮬레이터는 VeriStand와 TestStand는 물론 SystemLink 소프트웨어 같은 데이터/자산 관리 툴까지
포함하는 NI의 테스트 소프트웨어와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EV 테스트 엔지니어는 NI의 무손실 데이터 로깅, 자동 보고,
통합된 작업흐름 및 평생 분석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테스트 총 비용 감소, 제품 출시 시간 단축, 제품 성능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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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시작하는
EV 기술
테스트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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