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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데이터를 사용해 
완전 전기화를 향한 미래 설계

Jaguar Land Rover와 NI, 
ADAS 솔루션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 
EV 혁신을 만들어가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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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한 산업 
장애물 극복 
오늘날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으로 자동차 
공급망이 대혼란을 일으키면서 고객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자율 
주행 및 전기 자동차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자동차 기술을 효과적으로 테스트하려면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이 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생각해보면 이러한 시각에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NI는 세상과 기술의 연결자라는 핵심 가치를 
품에 안고 전체 에코시스템에서 함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생 관계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뇌에 신경 순환 
경로를 만드는 것처럼 복잡한 자동차 기술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NI의 
플랫폼 상호운용성은 이러한 기술 개방성을 
촉진하고 있으며, 수명주기 분석 플랫폼 역시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굴할 목적으로 시스템 
곳곳에서 신경 세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번 Automotive Journal에서는 최고의 
기업들이 NI와 손을 잡고 어떻게 차세대 
자동차의 성능을 앞당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더욱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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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GM

GM, 데이터를 사용해 완전 
전기화를 향한 미래 설계
General	Motors는 완전 전기화라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과감하게 선언한 이후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M은	EV	배터리 제조 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완전 전기 자동차(EV)	아키텍처이자 추진 시스템인	Ultium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구동 장치,	
모터,	파워 일렉트로닉스,	제어 장치 그리고 배터리가 포함됩니다.	

GM은	Ultium을 사용해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픽업 트럭부터 고급	SUV	및 상용 수송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EV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통합은 규모 측면에서 커다란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컴포넌트 하나까지도 안전,	비용 및 성능을 고려해 최고를 추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셀 하나하나까지 배터리를 생각하면 더욱 중요합니다.

GM은 팩에 들어가는 셀의 품질을 보호할 목적으로 배터리 셀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NI와	
협력하면서 엔지니어들이 테스트 데이터에 빠짐없이 접근하여 제품 성능 최적화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EV	배터리는 대규모	EV	도입을 위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테스트 팀은 커다란 압박 속에서 테스트 플랜을	
세워 실행한 후 테스트 데이터에서 찾아낸 인사이트를 빠르게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고 개발 및 배포를 안전하게 가속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각 지대를 없애고 이러한 규모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많은 배터리 데이터를 분석해야 할까요?

과제
GM의	Ultium	기반 전기	
자동차(EV)에 수없이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 셀,	모듈 및	
팩의 품질을 보호하고,	배터리	
셀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서	
사각 지대를 제거하고,	고성능	
EV	배터리를 더욱 빠르게	
대규모로 개발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솔루션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여	
GM	엔지니어들이 데이터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배터리와 고객을	
더욱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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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하나 들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Hummer	EV	배터리 팩에는 모듈이	24개 들어가고,	각 모듈마다 셀 그룹이	8개씩	
들어갑니다.	각 셀 그룹은	1초마다 약	10회의 전압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당 수집되는 전압 측정 횟수는	1,920
회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테스트는 최대	1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365일 동안	1초마다 쌓이다 보면 연간 전압	
측정 횟수는	60,549,120,000회로 전압 하나만 보더라도 측정값이	600억 개를 크게 넘어섭니다.	여기에 전류,	온도 등 다른	
측정값까지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테스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GM이	
약속한 안전 및 성능 표준에 따라	Ultium	배터리 팩을 완전하게 테스트하려면 다른 프로세스,	테스트 스테이션,	제조 공정	
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엔지니어가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는 물론이고 매우 다양한 형식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에서	GM	엔지니어에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전체 프로세스에는 무엇보다 데이터 수집,	집계,	컨텍스트화,	
엔지니어링,	처리,	태깅 단계가 포함됩니다.	기존 솔루션도 이것이 모두 가능할 수 있지만 필요한 규모와 속도에 도달하려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통 방식에서 벗어난 데이터 가치 창출
전통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먼저 테스트를 실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마쳤다고 해도 시간을 단축하려면 엄청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보고서가 정적이고,	일부 엔지니어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으며,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사전에 테스트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낡은 방식을 버리려면 데이터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GM이 엔지니어를 비롯한 데이터 과학자 및 전문 인적 자원들이 필요에 따라 원하는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리얼타임에 가깝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NI의 SystemLink™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테스트 데이터를 모든 
엔지니어에게 안전하고 손쉽게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엔지니어들이 거의 리얼타임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후속 
테스트에 필요한 템플릿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Ciro Spigno
Group Manager, Battery Systems and Analytics, GM

기존 방식: 순차적 프로세스

새로운 방식: 모니터링 및 적용 프로세스

이전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의 전환

테스트 정적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생산 돌입

테스트 예측 확인

동적 보고서		
작성

테스트 결과		
예측

동적 보고서	
반복 검토

생산 돌입

그림 01
데이터를 사용해 규모와 속도를 뒷받침하려면 순차적 프로세스에서 연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용 프로세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 분석

배터리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 접근 방식

상황 인식
설정 관리 자산 및 디바이스 관리 테스트 성능 모니터링 엔지니어링 데이터 자동화

시스템 연결 데이터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 뷰 사용자 대시보드

디바이스 검색 원격 실행 모니터링 및 태그 파일 수집 테스트 결과

설정 가능한 보고서 관리자 도구

배터리 랩
데스크탑
PC/서버

테스트 시스템	
벤더	A

테스트 시스템	
벤더	B

NI	배터리	
테스트	
시스템

NI	테스트		
시스템 기타 계측	

장비
자동화	
시스템

그림 02
NI의 배터리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 접근 방식은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엔지니어가 테스트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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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은 이를 위해 웹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도구 세트와 인적	
자원,	그리고	NI	SystemLink™	소프트웨어가 아키텍처에	
포함된 데이터 플랫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J 액세스 제어,	인증 및 암호화 기능을 통해	GM의 배터리	
셀 엔지니어링 인사이트를 안전하게 보호

	J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수천 시간에 이르는 수동 작업을	
절약할 수 있는 확장 기능 지원(GM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유연성과 독립성 확보)

	J GM	엔지니어가 오픈 소스 도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대시보드 및 사용자 정의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과	
규정 준수,	그리고	GM의	IT	인프라 호환성을 보장하는	
개방성

GM의 데이터 플랫폼은	SystemLink의 속성을 사용해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데이터와 데이터를 통해	GM	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합니다.	또한	GM의	IT	인프라에	
대한 호환성으로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GM
이 배터리 셀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벤더 독립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NI는 테스트의 역할이 데이터를 통해 적합/부적합	
프로세스에서 제품 성능 동인으로 격상된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EV	테스트 및 수명주기 분석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여	GM	같은 자동차 시장 리더들이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전 세계의 완전 전기화로 더욱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
CIRO SPIGNO
GROUP MANAGER, BATTERY SYSTEMS AND 
ANALYTICS, GENERAL MOTORS

ARTURO VARGAS MERCADO
CHIEF SOLUTIONS MARKETING MANAGER, EV 
TEST, NI

https://www.ni.com/en-us/solutions/transportation/automotive-data-management/battery-analytics-for-automotive.html?cid=Print-7013q0000025MfPAAU-Consideration-NI_3Q22AutoJournal


참여 고객

1,342 가상 공간의  
고객 수 816 실제로 참석한  

고객 수 

60+ 다수의 고객사와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고객 회의

32 EV, ADAS, 분석 등에  
대한 기술 세션 19

전시된 자동차  
솔루션

커넥티드 자동차 에코시스템

기조연설 

“우리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모든 배터리 테스트 데이터를 연결하여	
필요한 인사이트를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NI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은 안전하고	
확장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Steve Tarnowsky, 
Director	of	Global	Battery	Cell	Engineering,	GM,	

2022년	5월	NI	Connect에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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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데이터의 
장점(및 문제점)
자율 주행 자동차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EV)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테스트는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소중한 데이터가 발견되면 결과적으로 실천	
가능한 인사이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데이터를 이용하고 데이터 환경 개선에	
대처할 방법을 알고 싶어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규모 테스트	
팀이든 이미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대규모	
테크놀로지 기업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품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액세스하고,	분석하고,	보호하고,	
공유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데이터 관리,	보안 및 확장성 측면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및 공백의 원인이 되는 걸림돌을	
식별하여 제거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 테스트를 충분히 이용하는 동시에	
혁신에 집중하고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습니다.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

“정보의 폭증”	이후로 데이터 문제가 항상 거론되었지만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한 번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용량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효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혁신 중심 경제에서 가장 커다란 가치는 제품 및	
서비스 최적화부터 시작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없으면 유용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제품을 보호하고 성능을	
보장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밖에 마케팅,	운영 팀 같은	
비즈니스 부서들도 데이터가 있어야만 자신의 전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데이터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중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이터 폭증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없었던	
기술들이 새롭게 지원되면서 데이터를 제어할 방법을 찾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인공 지능,	머신 러닝이 발전과 동시에 서로	
융합되면서 넘쳐나는 데이터에 대한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신 러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정렬하여 추세를 식별하고,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잠재적	
상황을 예측하고,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는 지속해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여 전체	
제품 개발 수명주기를 최적화하고 기업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러한 기술들은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세 가지 데이터 문제인 보안,	확장성 및 개방성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안
데이터 존엄성과 데이터 존엄성이 핵심 성장 지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얘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경쟁업체에게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안입니다.	솔루션을 선택할 때는 데이터 안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액세스 제어입니다.	기업의 직원들이 단순히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넘어서 직원 또는 외부 협력업체가 필요한	
데이터에만 액세스하고,	작업 중인 현장과 테스트 스테이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데이터에는 액세스하지 못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만 액세스 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다른 보안 요소는 저장 위치입니다.	온프레미스 솔루션과	
Microsoft	Azure,	Amazon	Web	Services	같은 클라우드	
솔루션 중에서	IT	팀과 엔지니어링 팀에게 동의를 구하여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전한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데이터 과제 중 하나입니다.

확장성
데이터 문제는 크기에 상관없이 어느 한 산업이나 기업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이 성장할수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렬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테스트 시스템	10개를 연중무휴로 실행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시스템이	10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제하고,	분석하려면 매주	2일이 필요하며,	이후	
업로드는 수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동식 업로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확장하여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	집계,	엔지니어링,	처리,	분석,	보고	
같은 작업을 자동화를 통해 해결한다면 엄청난 시간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사용조차 못하거나	
필요한 만큼 빠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데이터 인사이트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데이터 사일로를 타파할 방법을	
찾아나서면서 일부는	SystemLink™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를 통해 각 팀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팀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진화하든 상관없이 오늘날 시장에서	
혁신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General	Motors	
역시	2025년까지	EV	100만대를 출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혁신에 나서고 있는 고객 중 하나입니다.	GM에서	Global	
Battery	Cell	Engineering	Director를 맡고 있는	Steve	
Tarnowsky는	NI	Connect에서	GM이	Ultium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사용해 혁신하고 있는지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팩에 들어가는 셀의	
품질을 빠짐없이 보호해야 합니다.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NI와 협력하면서 배터리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서	
사각 지대를 없애고 배터리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방성
일부 기업의 경우 데이터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면 분명히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솔루션을	
다시 생각한다고 해서 기업의 모든 요소와 직원들의 업무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도구와 호환되는 동시에 기존 인프라에 손쉽게	

통합되는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NI의 분석 솔루션은 개방적이고,	
상호운용적이고,	기존 기술과 호환적이고,	IT	친화적이기	
때문에 고객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솔루션이 개방적이면	
기술을 구현하는 테스트 그룹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IT	
팀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도 쉽습니다.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
테스트 데이터에서 가장 소중하고 실천 가능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일은 회사의 수익만 보더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데이터는 사용자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제품 성능을 최적화하여 제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EV를 소유하고 있다면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아	
안전하다는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에 탑승해 앉아 있다면 제조 팀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장은 모두	
테스트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데이터는 성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제품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인류가 불을 정복하면서 삶의 방식도 새롭게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로 농업 혁신을 이루었고	
산업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인류 혁신은 데이터 혁명을	
주도하고,	데이터 인사이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었을	
때 다음 단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모두	
함께 협력하여	Engineer	Ambitiously™를 구현한다면	
실제로 인류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자
STEPHANIE AMRITE 
PRINCIPAL SOLUTIONS MARKETER,  
ENTERPRISE SOFTWARE,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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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com/en-us/shop/electronic-test-instrumentation/application-software-for-electronic-test-and-instrumentation-category/systemlink.html?cid=Print-7013q0000025MfPAAU-Consideration-NI_3Q22AutoJournal


Jaguar Land Rover와 NI, 
ADAS 솔루션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
이전 기사와 인터뷰에서도 언급했지만	Vison	Zero,	특히	Zero	Collisions로 향하는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과 자율 주행 기능은 이러한 길로 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둘을 떨어뜨려 놓고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NI를 비롯한	NI	파트너들도 얘기했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에코시스템이라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리트머스	
테스트에서 최종 사용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경우에는	Jaguar	Land	Rover의	Mark	
Flinders와	Marek	Krezalek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Ashish	Naik,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ADAS/AD,	NI:	Mark와	Marek은	Jaguar	Land	
Rover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 있습니까?

Mark Flinders:	저는 보조 및 자율 주행(AAD)	부서에서 차량	
엔지니어링 및 계측 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AAD	부서는	
법률 및 국가 표준에 적합한 기능과 시스템에서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서에 소속된 팀들은 계측 기법과 실측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부터 연구 개발 목적으로 새로운 시스템,	기능	
및 센서를 개발하여 차량에 통합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AAD	기능,	시스템 및 컴포넌트 테스트에 따라 양산 차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처리합니다.	또한 폐루프	
차량 환경을 구축하거나,	회사의 안전 운전자를 교육하는	
일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에	Jaguar	Land	
Rover에 입사했으며,	이전에는	8년 동안 글로벌 파워트레인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HIL(Hardware-in-the-loop)	
설계,	엔진 테스트 베드 지원,	고속 컨트롤 프로토타입 시스템	
모델링 등을 진행했습니다.	Jaguar	Land	Rover에 입사한	
후에는 전기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몇 차례 승진을 거듭하면서	
대부분 직무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산 차량의 전자	
컨트롤 유닛(ECU)에 설치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전담하기도 했고,	브레이크 및 스티어링 하드웨어 전장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도	
꽤 많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Jaguar	Land	Rover에서	
근무하는 것은 저에게 꿈만 같은 일입니다.	저는 기술,	자동차	
및 사람을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AAD를 좋아합니다.

Marek Krezalek: 저는	AAD	확인 및 검증 부서에서	
수석 기술 전문가로 재직하면서 지금까지 쌓은 경험,	지식,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Jaguar	Land	Rover	AAD	기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등 다른 기술 전문가와 제품 소유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업하여 티어	1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경험을 쌓다가	2019
년에	Jaguar	Land	Rover에 입사했습니다.	Jaguar	Land	
Rover	입사는 저에게 커리어의 기초를 닦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기회를 얻어 최종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또한	
Mark	같이 학습 열정과 동기로 가득한 동료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거나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탐구하여	
완전한 확인과 검증을 거친 제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Jaguar	Land	Rover	차량을 더욱 쉽게 운전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로 응집되었기 때문입니다.

AN:	우리는 현재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AAD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이 두 분의 작업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조금만 알려줄 수 있습니까?

MK: 우리는 차원이 다른 주행 자동화와 운전자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최첨단 고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AAD	
기능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PXI,	LabVIEW	같은 표준과	
그 밖에 포괄적	NI	에코시스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코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체결한 조기 기술 파트너십에	
따라	NI와 협업하여 필요한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거의	12개월 동안 프리릴리즈 버전을 실행하는	
등	ADAS	로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MF: 우리는 도구 체인을 합리화하고	NI의 신제품을 개발	
과정에 통합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왔습니다.	AAD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는 로깅,	교정,	고속 프로토타이핑,	클라우드	
시뮬레이션,	컴포넌트 테스트 벤치 등 몇 가지 사용 사례를	
해결해야 합니다.	도구,	프로세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컴퓨팅,	운영 체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	동기화,	
현지화,	실측 정보로 구성되는 에코시스템은 레거시 시스템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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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에 필요한 시스템 요구 사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까다롭게 바뀌기 때문에 도구 체인에 대한 효율성,	비용	
절감,	시너지,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기술 수준으로 최첨단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	
사례에 적용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작동이 가능한 도구 체인을	
설계하고 구현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대규모 지원	
인프라 없이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에서	
매일 발생하는 문제들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하려면 비즈니스 요건	
외에도 시간,	투자,	헌신적 노력,	장기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에 완전하게 통합되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스펙 컴퓨팅,	전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수년 동안 뼈아픈 교훈을 학습하면서	
우수한 공급업체와 파트너에게 도움을 받아 접근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AN:	NI는 개방적인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통해	
ADAS	및 자율 주행에 필요한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커넥티드 검증 워크플로우를 제공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F: NI는 다양한 내부 기술을 통합하여 우리 도메인에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과 공개적으로	
협력하여 중요한 소자를 추가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NI와 협력하면서 처음부터 광범위한 사용 사례(이전	
답변 참조)를 비롯한 유연성 및 확장성 요건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개방적인 파트너 프로세스를 구축하면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파트너십 결과를 보면 어떤 것을 원하든 매우	
만족스러운 솔루션으로 이어졌습니다.	광범위한 자동차 전장	
부품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생각하면 파일 형식,	인터페이스	
표준,	스토리지,	카메라 영상 수집,	도메인 간 로깅 동기화	

등 항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전체 자동차 업계 역시 아직까지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저는	
NI를 비롯한 기타 에코시스템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현재	
가야할 길을 가고 있으며,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MK: 저도	Mark의 얘기에 동의하지만 덧붙이자면 우리가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는	Jaguar	Land	Rover와	NVIDIA의	
파트너십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최고의	
하이테크 기업을 향해 새롭게 거듭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하이테크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혁신을	
관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급업체가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는 기술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Jaguar	Land	
Rover,	NVIDIA,	NI가 체결한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지배하면서 이전에 하이테크를 지향하는	
OEM이라고 불렸던 기업에서 최고의 하이테크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	NI는	ADAS	및 자율 주행 차량의 데이터	
로깅 문제를	Jaguar	Land	Rover와 함께	
공동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Seagate를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이 지금까지	
Jaguar	Land	Rover에게 효과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MF: Seagate는 윈-윈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스토리지 관련 사용 사례들은 해결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솔루션들은 모두 타협이 필요합니다.	
스토리지는 매우 전문적인 최첨단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정통하면서 규모가 있는 파트너를 원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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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우리는	NI에게	Seagate를 소개 받았고,	세 기업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원했기 때문에 동일한 비전과	
사용 사례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NI의 소개가 없었다면	
Seagate	LYVE	Mobile을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 개발을 위한 단일 팀으로 협력하는 데	NI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AN:	하지만	NI	에코시스템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다른	
파트너와 기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MF:	저는 파트너 사이에서 정직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솔직하고 서로를 존중해야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NI와 파트너십을 맺은 초기에	NI
의 에코시스템 접근 방식 도입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솔직하게 밝혔고,	NI에게 대부분 사람들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파트너와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aguar	Land	Rover는 차량은 물론이고 도메인 전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회사 제품의 심층적 통합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Jaguar	Land	Rover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연이어 도입하면서	NI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에게	
협력을 통해 향후 실현 가능성을 비롯해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위치의 격차를 구체적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개념 증명을 부탁했습니다.	NI와 나머지 파트너들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는 작업을 비교적 쉽게 해결했습니다.	NI가	
시스템 통합업체로서 앞장서서 지휘했지만 누구나 상대적인	
기술	“분야”를 존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고객이자 전체	
시스템 통합자로서 로깅,	교정 및 고속 프로토타이핑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옵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NI가 우리의 요구 사항에	
귀를 기울였고,	사용 사례의 현실적 문제를 받아들였고,	다른	
파트너와 함께 부단히 노력하여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MK: 전략적 파트너십을 잘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례는	
NVIDIA입니다.	NVIDIA는	Jaguar	Land	Rover가 소개한	
파트너이지만 체계적인 협력 모델로 전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NI의 개방적인 기술과 접근 방식	
덕분에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살펴보고,	다른	
하이테크 산업에서 쌓은 경험을 사용하고,	빠르게 적응하여	
결과를 확인한 후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Jaguar	Land	Rover,	NI,	NVIDIA의 협업으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여	AAD	확인 및 검증 과정에서 새로운	
표준과 모범 사례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솔루션과 방법을 제공하여 오랜 기간 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	Jaguar	Land	Rover는 전 세계 국가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테크놀로지 기업으로서	Jaguar	Land	
Rover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MK: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회사로서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전에는 혁신을 관리해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관리자 프로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하이테크 기업으로 발돋움하여 내부에서 혁신을 통제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Mark나 저 같은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첨단 고급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유려한 디자인과 포괄적 엔지니어링까지 병행하고 싶다면	
Jaguar	Land	Rover가 입사 목록에서 맨 위에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현지 근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영국,	헝가리,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원하는 국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럽 전역에 다수의 허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점에서 유연성을 높여	
커다란 이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MF: Marek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역사,	제품 및 브랜드는	
이제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Jaguar	
Land	Rovar에서 만든 제품에 어떻게든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술,	사람,	열정 등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합니다.	이 분야에 몸담은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신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자동차라는 맥락에서 레이더,	
스캐닝 레이저,	카메라,	서버 수준 컴퓨팅,	네트워크 기술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분야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전 세계	
엔지니어들은	Jaguar	Land	Rover에 지원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말 놀랍고,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NI	기술을 비롯한 기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실력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주로 채용하는 지역은 유럽이지만 다른 지역의 인재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aguarlandrover.com
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AN:	두 분 모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파트너십과 포괄적	NI	에코시스템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앞으로	ADAS	및	AD	검증 워크플로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Zero	Collision을 향한 여정에	Jaguar	
Land	Rover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Vision	Zero
까지 달성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ADA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jaguarlandrover.com
https://www.ni.com/en-us/solutions/transportation/adas-and-autonomous-driving-validation.html?cid=Print-7013q0000025MfPAAU-Consideration-NI_3Q22AutoJournal


티어 1 공급업체, 다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병렬 테스트 가속화
요약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경우,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면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최고의 티어	1	공급업체는	
독일	OEM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예비 스펙을 듣자마자 검증 테스터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NOFFZ
로 향했습니다.	공급업체는	NOFFZ에게 파라미터 및 모니터링 테스트 시스템	12개를	4개월 내에 설계하고,	
제조하고,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NOFFZ는 자사의 범용 테스터 플랫폼(UTP)과 전문 기술력이라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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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글로벌 티어	1	공급업체는	NOFFZ에게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NOFFZ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DUT(Device	Under	Test)	예비	
스펙을 기준으로 테스터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주문을	
받아 최종 프로토타입 테스터를 납품할 때까지	3.5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테스터는 파라미터 및 모니터링 테스트	
시스템으로서 제품 검증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I/O(오디오,	카메라,	디스플레이,	CAN-FD,	자동차용 이더넷	
신호 등	22가지 유형)를 비롯해 통합형 무선 및 연결 표준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업그레이드 또는	
재사용을 고려해 모듈식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 밖에	DUT	6
개를 동시에 테스트해야 하기 때문에 단일 표준	19인치 랙에	
적합한 설정도 필요했습니다.

과제
01.	테스트해야 할 연결 수

독일의 프리미엄	OEM을 대표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차량에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결합하는 메인	
유닛입니다.	이른바 컨버전스 또는 원박스 제품이라고도	
불리며 계기판,	헤드업 및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디스플레이를 제어합니다.

소형 하우징에서는 시스템 후면에만 포트가	16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DUT마다 서로 다른	22가지 유형의 하드웨어가	
I/O	목록에 있습니다.	또한	DUT	1개마다	I/O를 모두 합치면	
50개에 이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블루투스,	마이크,	내외부 앰프 등 다수의 오디오 소스와	
싱크를 지원합니다.	차량 내부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수는	
최종 사용자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중앙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외에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점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차량에서는 후방 카메라가	
거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반면 차량 내부 카메라는	
아직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시스템은 셀피 캠과 운전자 또는	
동승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필요한 카메라 입력단을 최대	4
개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종합했을 때,	영상을 테스트하려면	
디스플레이 출력단	4개와 카메라 입력단(GMSL1/2)	5개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I/O	목록은 자동차용 이더넷,	이더넷,	
CAN-FD,	GNSS,	마이크 입/출력단으로 구성됩니다.

NOFFZ는 상용(COTS)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테스트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최상의 기술 솔루션에 사용할 수 있는 계측	
장비를 폭넓게 연구한 끝에 약	80%의 표준 계측 장비와	20%
의 고객 전용 장비로	NOFFZ	표준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여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측 장비 목록에는 최종적으로	NOFFZ	PDU,	
UPS,	DUT	고유 모듈	6개로 구성된	NOFFZ	SCU(신호	
컨디셔닝 유닛),	그리고	RF	분배기가 포함되었습니다.	IPC는	
케이블로 연결된	PCI	Express(MXI)	브리지	1개를 통해	NI	
PXI	섀시	2개에 연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섀시는 아날로그	
I/O와 디지털	I/O,	그리고 타이머	4개를 제공하는	PXI	다기능	
I/O	모듈(PXIe-6345)	2개와 모든 단계에서	DUT	전력	
소비를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카드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섀시는 랙 위에 적층되며,	GMSL에 필요한	NI	자동차 카메라	
인터페이스 모듈이 여기에 탑재됩니다.	DUT	배리언트에	
따라 다르지만 섀시에 탑재되는 자동차 카메라 인터페이스
(PXIe-1487)는 최대	4개이고,	각 인터페이스마다 출력	
채널이	8개 포함됩니다.	여기에	TDK-Lambda의 전원	
공급 장치와 이더넷/CAN	인터페이스 모듈이 추가되면서	
솔루션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계층 장비는	40
인치 랙에 설치되었고,	그 밖에 단일 보드 컴퓨터,	이더넷	
스위치,	모니터 같은 액세서리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랙이 가득 차면서 열 설계라는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02.	DUT	6개까지 개별 설정이 가능한	
교환형 인터페이스 박스

다수의	DUT를 동시에 테스트할 때 가장 적합한 수는 온도	
챔버에서 지원할 수 있는	DUT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각 테스트 랙마다	DUT	6개를 동시에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규명하였습니다.

먼저 티어	1	공급업체의 엔지니어들은 부하,	BIAS-T	등을	
사용해	DUT를 최대	6개까지 개별 설정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인터페이스(CSI)	박스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박스는 교환형이어야 하며,	LF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표준 연결부와	SMA,	Mini-FAKRA	같이 나머지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RF	표준 연결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단일 테스터에 연결되는 모든 라디오 입력은 단일 동축	
입력단을 통해 인입되어 테스트 스탠드 내에서 분기를 이룬	
후 각	DUT의 개별 커넥터로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NOFFZ는 이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	VPC	상호 연결(수신기)을	
사용해 랙을 구성했습니다.	CSI	박스는 슬라이딩 테이블 위,	
VPC	수신기 앞에 설치했습니다.	랙의 오퍼레이터 측면에는	
CSI	박스를 고정하고 풀 수 있는 핸드 기어가 장착되었습니다.	
물론	CSI	연결부는	VPC	수신기의 연결부와 일치해야	
했습니다.	또한 테스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경우를 대비해 컴포넌트를 손쉽게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요컨대,	CSI	박스는 세 가지 주요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인 셈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DUT의 비임계(비고속)	신호를 모두 테스트 시스템으로	



연결했습니다.	두 번째,	측정 신호의 레벨 조정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와	USB	테스트에 사용되는 소형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03.	재사용(미래 경쟁력)을 고려해 업그레이드 옵션이 포함된 소형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을	42U보다 작은 상용	19인치 랙 내부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또한 스펙을 결정하면서 주요 용도와	
업그레이드라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미터형 테스트를 위해 하드웨어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연속	
모니터링 테스터를 업그레이드하여 해당 기능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DUT와 테스트 시스템을 연결하는 케이블은 온도	
챔버에서 사용하려면 길이가	3m가 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온도 챔버의 온도 범위에 적합한 케이블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래 경쟁력을 보장하는 또 한 가지 설계 요소는	CSI	박스의 용도였습니다.	VPC	컴포넌트를 손쉽게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확장이 가능하여 향후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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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전망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업과 조기	
참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한편,	총	16개의 테스터가	
배포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패니언 테스트	
시스템까지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EMC	연구실에서는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영상 입력단을 테스트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매뉴얼에 있는 연락처가 유일한	
옵션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계측 장치는	10시간 작업이	
가능한 배터리를 사용해 전원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NOFFZ가 제공한 솔루션에는	NI	PXI	DC	섀시	1개와	NI	
자동차 카메라 인터페이스 모듈(PXIe-1487)	2개가 더	
포함되었습니다.

NOFFZ는 유능한 컨설팅과 소형 디자인,	그리고 테스트 시스템의 빠른 구성 외에도 서비스와 유연성이 중요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제품을 출시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바뀌는 요구 사항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이후 총	20가지 시스템에	
달하는 여러 가지 제품과 배리언트에 대한 테스터와 업그레이드는 최고의 티어	1	공급업체를 통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EMC	테스터	4개가 성공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저자
MARKUS SOLBACH
MANAGING PARTNER, 
DIRECTOR SALES AND MARKETING, 
NOFFZ TECHNOLOGIES

WOLFGANG SCHESSL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NOFFZ TECHNOLOGIES

VANESSA BLUMENSTEIN

TECHNICAL MARKETING MANAGER, 
NOFFZ TECHNOLOGIES

ADAS. E-MOBILITY. CONNECTIVITY.

TRANSPORTATION TECHNOLOGY IS 
CHANGING. WE’RE CHANGING WITH IT.

Our fl exible test solutions will help your products keep
pace with innovation. From validation to production.

YOUR TEST & AUTOMATION EXPERTS.

noffz.com

16093 Anzeige Automotive engl 8,5x4Zoll.indd   116093 Anzeige Automotive engl 8,5x4Zoll.indd   1 11.03.22   13:3511.03.22   13:35



사진 제공:	Zacua

“Zacua는 멕시코 회사에서 지속 가능성과 책임 지는 모빌리티를 약속하고 
사람, 자녀 및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도시를 물려주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만든 무공해 전기 자동차입니다.”

zacua.com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 EV 혁신을 
만들어가는 여성들
전기 자동차(EV)	혁신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쩌면 배출가스가 완전히 사라진 미래를 향한	
열망일 수도 있고,	복합 리튬 배터리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여성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EV	제조업체가 있다면요?	Zacua는 멕시코 푸에블라에 위치한 여성 소유의 스타트업으로 멕시코	
최초이자 유일한	EV	브랜드입니다.	제가	Zacua	브랜드와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Zacua가	Engineer	
Ambitiously™에게 시사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혁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혁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가끔은 뒤로 물러나 어디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혁신”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NI에서 근무하면서	
기술에 몰두하다 보니 간혹 방식과 프로세스,	그리고 더욱 중요한,	혁신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새로운 것에 대한 혁신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https://zacua.com/


120년 동안 누적된 패턴 타파

Zacua는	“항상 사회 복지를 추구하는 회사”를 추구합니다.	멕시코에서 평등한 사회를 개척하면서 청소원이나 기타	“블루 컬러”	
직무로 입사하는 여성들에게 확고한 역량과 함께 전반적인 학문까지 가르쳐 혁신적인 여성으로서 경계를 허무는 최첨단	EV를	
직접 설계하고 조립하는 지역 산업 리더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립 공장은	2018년 중반에 푸에블라에서 문을 열었고,	아직까지 소규모 스타트업	
제조업체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의 도움 없이 자동차를 일일이 정밀하고 신중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라인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대 정도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Zacua	직원들은 멕시코에서 최초로	100%	EV를 조립하여 생산했기	
때문에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뛰어난 주행 경험,	환경 친화적인 기술 등으로 나머지 제조업체와 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Zacua	직원들은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것 외에도 멕시코 시티 전역에	150곳에 달하는 충전소를 세워 현지	EV	인프라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충전소들은 멕시코 시티 내 다른 충전소와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지도로 표시됩니다.

“Zacua는 120년 넘는 역사를 통틀어 전 세계 최초로 100% 여성 팀이 조립한 
자동차입니다.”

Nazareth Black
CEO, Zacua

엔지니어링의 면모 변화
Zacua	CEO인	Nazareth	Black은 최근 기자 회견에서	Zacua가 기업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산업이 환경적으로 유해한 내연 기관을 기반으로 발전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자동차가	
남성의 손에서,	남성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Zacu는 엔지니어링 센터는 물론이고 공장 정비 팀에도 주로 여성을	
채용합니다.	

Black은 자동차 산업을 향한 자신의 비전에 따라 여성의 참여와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남성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지배했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회사의 평등 및	
포용성 정책을 따르는 동시에 여성의 자동차 산업 참여를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엔지니어링 인재 파이프라인은 지금까지	20년 넘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Zacua와	NI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NI의 2030 기업 영향력 전략 보고서인	Engineering	Hope를 보면	2030
년까지 측정 가능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겠다는	NI의 비전과 열망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성,	
평등 및 지속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Engineer	Ambitiously를 향한	NI의 약속까지 앞당길 것입니다.	
Engineering	Hope	전략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요소에 따른	15가지 열망과 책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높은 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옳은 일은 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NI의 팀은 우리가 생활하고	
근무하는 커뮤니티와 고객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협업하면 생각이 열리고 혁신이 촉진됩니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을 현장으로 불러모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산업 부문에는	2030년까지	430만 명의	근로자가 부족할 

엔지니어링의	
면모 변화

공평하고 번영하는	
사회 구축

엔지니어링의	
힘으로 건강한	
지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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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혁신가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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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Zacua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산업에 더 다양한 사람들을 유치하면 고임금 일자리에 보다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러한 수요	
증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양성의 가치는 사회적 영향력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수익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NI에서 다양성,	평등 및 포용성(DEI)	
부문 이사를 맡고 있는	Kazique	Prince는	2022년 2분기 Automotive Journal	에서 직장 내 다양성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DEI	영역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을 비교한 연구 및 문헌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평균 수익이	5억 달러나 높습니다.”

다가올 세대에 미치는 영향력
저는 믿을 수 없는 창의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3살 딸의 엄마이지만 딸이	40년 전 자신의 할머니나 지난	15년 동안	
제가 얻지 못했던 기회를 앞으로 얻게 될 것을 생각하면 커다란 기대를 하게 됩니다.	Zacua는 멕시코에서	EV	혁신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면서 몇 세기 동안 이어온 성적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동시에 멕시코의 유산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Black은	"지금 세상은 해야 할 일도 많고,	개선해야 할 것도 많고,	만들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위해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마음자세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라고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Zacua	같이 엔지니어링,	운영 및	
제조 분야에서 다양성,	평등,	포용성을 강조하는 회사를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은 세상에 깊은 울림을	
전달하여	Engineer	Ambitiously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Black의 말을 인용하자면,	
“한 명이라도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기사는 저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Zacua에게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자
MEGAN DANNER
PRINCIPAL PROGRAM MANAGER, 
TRANSPORTATION, NI

사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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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Vision Zero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
NI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연결 테스트 시스템은 초기 시뮬레이션에서	
최종 배송에 이르는 제품 수명 주기 전체에서 매우 뛰어난 효율을 발휘합니다.	
이 말은	Vision	Zero로 가는 여정에서 탁월한 품질과 최적의 성능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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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우와 데이터 
관리를 개선하는 ADAS 
자동차 플릿
소비자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모든 자율 주행 레벨에서 안전한 작동이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엔지니어링 팀들은 인지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에 대한 검증 테스트 커버리지를 더욱 높여서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보장하려면 엄청난 양의 고품질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NI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및 자율 주행(AD)	에코시스템을 대표하는 파트너인	Konrad	Technologies,	Seagate	
Technology,	VSI	Labs와 협력하여 자동차 플릿을 유럽,	미국 및 중국에 배포함으로써 앞으로	ADAS/AD	엔지니어링 팀들도	



데이터 볼륨,	품질,	액세스 및 사용률에 따른 주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차량에는	NI
를 비롯한 파트너의 고성능 차량 기록 및 저장 솔루션이	
탑재됩니다.	이번 협업은 글로벌 에코시스템에서 최고의	
기술들을 결합하여 커넥티드 워크플로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더욱 안전하고 빠른 자율 주행 솔루션을	
구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ADAS	데이터 기록은	ADAS	및	AD	영역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안전 기능의 성능을 훈련하고 검증하려면	
다양한 유형의 센서(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적외선,	
IMU/INS,	GNSS,	차량 네트워크)에서 수신되는 데이터를	
동기화 방식으로 기록한 후 함께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용 차량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ADAS	솔루션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I와 파트너는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현장에서 엄청나게	
수집되는 고품질 센서 데이터의 기록,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통한 효율적인 데이터 이동,	연구실에서 알고리즘을 훈련하고,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여기에	
필요한 업계 최고의 기능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연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업으로 여러 센서에서 실제 시나리오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수집할 수 있는	PXI	고성능 데이터 로깅 시스템	
개발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나중에	ADAS	엔진 컨트롤 유닛(ECU)으로	
데이터를 재생하여 인지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전반적인	
성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VSI	Labs가 미국 전역에서	ADAS	기록	
장치가 탑재된 차량을 운전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여	ADAS	
및	AD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쳐 데이터 사용을	
개선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밖에도 도로 주행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NI와	NI	파트너들이 데이터 기록 및 시뮬레이션에서	
디지털 트윈 및	HIL(hardware-in-the-loop)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합작 솔루션을 개선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입니다.

VSI	Labs는 정기적으로 장거리 주행을 떠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후원 기업의 기술을 선보입니다.	또한 몇 일 동안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도중에	Drive	Series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NI가 고객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도	
이렇게 실제 시나리오를 사용해	ADAS의 안전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가오는 이벤트에서	NI를 찾아주십시오.

	J ADAS and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Expo—2022년	9월	7~8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J AutoSens—2022년	9월	12~14일,	벨기에 브뤼셀
	J Automotive Testing Expo—2022년	10월	25~27일,	

미국 미시간 주 노비
	J NI Connect 등록—2022년	11월	9일,	독일 뮌헨

저자
ELIZA METTAS
PRINCIPAL FIELD MARKETING MANAGER, 
AUTOMOTIVE, NI, AMERICAS

DANIEL RIEDELBAUCH
PRINCIPAL SOLUTIONS MARKETING MANAGER, 
ADAS AND AD VALIDATION, NI

MANUEL HOF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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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솔루션 개요

남다른 수준에 올라선 
CATR 레이더 테스트 
시스템 
레이더 센서 기술은 자율 주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영상 레이더들은	
고해상도 기능과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안테나,	그리고 장거리	
객체 인식을 개선하고 원역장 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광구 조리개로 인해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테스트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더욱 복잡한 테스트 장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레이더 테스트 솔루션이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술 발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빠르고,	정확하고,	스마트하고,	크기가 작고,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 요구 사항
01
매우 짧은 거리에서도 품질 높은 저소음 영역을 생성할 수	
있는 소형 안테나 테스트 범위(CATR)	무반향 챔버
02
교정 프로세스에서 각	2축 궤도를 따라 고정밀	DUT	모션과	
함께 이루어지는 동시 이동
03
DUT를	1개 이상 테스트하고,	교정하고,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빠른 사이클 시간
04
협소한 바닥 면적 또는 제한적인 천장 높이에서 원역장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대형 테스트 챔버 설치
05
유연성이 뛰어난 테스터 제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기존 생산 환경에 완전한 통합

NI	+	NOFFZ	이점

	J 생산 환경에 따라 특정 테스트 및 자동화 요건에 맞출 수	
있는 소형 테스트 벤치

	J 높은 유연성과 적응 능력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요구	
사항에 빠르게 대처하고 투자에 대한 미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듈식 레이더 테스트 시스템

	J 글로벌 현장 지원,	서비스 커버리지,	단기간 생산 능력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턴키 솔루션		

	J 레이더 센서 개발에서 경제적인 양산 단계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생산에 최적화되어 빠르고,	정밀하고,	효율적인	
테스트 시스템

NI와	NOFFZ	Technologies는 서로 협력하여 빠른 속도와	
높은 정밀도로 양산 테스트에 최적화된	CATR	테스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NOFFZ	UTP	5069	챔버,	
자동화 및 소프트웨어를 차세대 레이더 기술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위한	NI	VRTS와 결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요구 사항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CATR 챔버 설계가 NI의 기술과 결합되면서 우리의 UTP 레이더 
테스트 시스템도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차세대 영상 
및 3D/4D 레이더 센서를 최첨단 테스터 환경에서 대량으로 교정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liver Poos 
Principal Engineer, ADAS, NOFFZ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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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	NOFFZ	솔루션
01
UTP	5069	EOL	레이더 센서 테스트	
시스템은	CATR	챔버 내 흡광 분석을	
통해 반사 억제를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설치 공간이 작아서 대형 영상	
레이더 센서에 대한 테스트도 문제	
없습니다.	

02
4GHz	NI	자동차 레이더 테스트	
시스템(VRTS)은 반복 가능하고	
정확한 레이더 장애물 시뮬레이션	
및 파라미터형 측정을 병렬로	
수행하여 테스트 시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03
듀얼 네스트 로딩/언로딩 스테이션이	
옵션으로 제공되는 테스트 사이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로봇 암이 저소음 영역에서	DUT
의 위치를 매우 정밀하게 조정하기	
때문에 방위각과 고각에 따른	DUT	
모션의 정밀도를 높여 최상의 교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5
NOFFZ	UTP	Suite	기반 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각각	DUT	모션	
동기화,	병렬 측정,	배리언트 관리,	
개별 데이터베이스 연결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스펙

저소음 영역 직경 22cm 이상(CATR 반사기 치수에 따라 다름)

주파수 범위 76~81GHz

대역폭 4GHz

타겟 시뮬레이션 NI.COM/VRTS

테스트 챔버 규격 1,200 x 2,700 x 2,200mm(W x D x H)*

*규격은 주파수에 따라 다름

CATR
반사기

테스트 중인
테스트	

NI	VRTS

VRTS	피드

그림 01
CATR	테스트 시스템 내부 다이어그램 구성

https://www.ni.com/en-us/solutions/transportation/meet-evolving-automotive-radar-test-needs.html


그림 02
CATR	테스트 시스템의 디자인 뷰

고객의 요구에 꼭 맞는 시스템	
통합 옵션
NI와	NOFFZ	Technologies는 고객의	RF	테스트 및 자동화	
요건에 따라 다양한 솔루션 통합 옵션을 제공합니다.	NOFFZ
는	NI	파트너로	20년 넘게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솔루션 분야에서	25년이 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NOFFZ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로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NI와	NOFFZ	Technologies가 어떻게 제품 품질을 높이고	
테스트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NOFFZ	
Technologies	또는	NI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49	2151	998	780	
info@noffz.com	
noffz.com

NI	파트너는	NI와 별개인 독립적 사업체로,	대리점 또는 합작 투자 관계가 없으며	NI와 어떠한 사업적 관련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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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FFZ에 문의하기

mailto:info%40noffz.com?subject=
https://noffz.com
https://www.ni.com/partners/s/partner/aDx3q00000000N6CAI/noffz-technologies-gmbh?cid=Print-7013q0000025MfPAAU-Consideration-NI_3Q22AutoJournal	


/테스트

ADC의 완전한 ICV 
시뮬레이션 및 확인 솔루션
자동차 산업에서 전략적인 개발 방향으로 떠오르는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ICV)는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지만 빠른 기술 발전을 토대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현재 수많은	
기회,	위험 및 과제를 마주하고 있기에 관리 정책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커넥티드 자동차(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	제조업체 및 제품 진입점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이라는 정책을 공개하면서 데이터 및	
사이버 범죄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표준화하고,	제품 관리 및 보증 정책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11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업계는 제품 승인 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다층	
인증 방식을 사용해 자율 주행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자율 주행 시스템(ADS)과 기능을	
확인하는 데 따른 복잡성으로 인해 시뮬레이션 테스트 및 확인은 이제 제품 승인 관리 프로세스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스마트 주행 분야에서	“데이터 폐루프”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이터가 비즈니스 실무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폐루프 내에서 최적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도구,	
시나리오 관리 플랫폼,	시뮬레이션 및 재현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Automotive	Data	of	



카메라 ETH

ETH

스마트 카메라 LVDS

CAN			mmWave	레이더

GPS/IMU CAN

고해상도 라이다 ETH

카메라 박스

라이더 융합

ADAS	ECU

저해상도 라이다

그림 01
수집 플랫폼 설정 솔루션

29커넥터 하이라이트

China(ADC)	역시 데이터 수집 및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테스트 및 확인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ICV	시뮬레이션 및 확인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ADC는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 차량 개조,	
센서 설치 설계,	차량 멀티 센서 교정,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분야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ADC는 센서	
시스템을 편리하게 통합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다목적 센서	
개발 인터페이스 모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센서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수집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ADC는 다중 센서마다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합할 수 있는 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센서	
사이에서 중복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필터링하고,	소프트웨어	
처리 부하를 줄이고,	데이터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효율적이고	
가벼운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ADC의 표준 데이터 수집 플랫폼은 수집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차량 기능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카메라	1개,	고화질 카메라	7개(전방,	후방,	좌측 전방,	
우측 전방,	좌측 후방,	우측 후방,	실내)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밀리미터파 레이더	1개,	로우-스레드/하이-스레드 라이다 실측	
정보 시스템	1개,	고정밀 관성 내비게이션 시스템(INS)	1개,	
그리고 기상 모니터링 디바이스가 탑재됩니다.	플랫폼은	
실제 요건에 따라 맞춤 구성도 가능합니다(그림	01).	수집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신호를 수신합니다.	그러면	
수집 소프트웨어가 센서에서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고 저장한	
다음 전속적 데이터 정제 플랫폼을 통해 정제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데이터를 둔감화합니다.	그 밖에도	ADC에서	
개발한 시나리오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인	NdsCleaner
는 다양한 수집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정규화하고,	

시나리오 데이터 형식을	ROS와	ASEva로 변환하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고,	시나리오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수집 플랫폼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자율 주행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주행 특성을	
분석하고,	테스트 목적과 확인 규칙을 정의하고,	센서 성능을	
벤치마크하여 평가하고,	ICV	환경 인지 데이터를 레이블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ADC는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련하여 주행	
시나리오 분야에서 수 년간 다양한 연구와 탐구를	
반복한 끝에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 도구 체인,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시뮬레이션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주행 시나리오 도구 체인은 시나리오 데이터	
수집 플랫폼,	시나리오 데이터 분석 플랫폼,	시나리오	
데이터 레이블링 플랫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시나리오 변환	
도구,	시나리오 빅 데이터 관리 플랫폼 등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이 도구 체인의 기능으로는 데이터 수집,	처리,	
레이블링,	관리,	적용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다르지만	ADC는 두 가지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인 일반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와 연속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관리 플랫폼에서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시나리오는	
시뮬레이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1차 소스로 사용되어	
해당 케이스에 테스트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디바이스를 사용해	
MIL(model-in-the-loop),	HIL(hardware-in-the-loop),	
DIL(driver-in-the-loop),	VIL(vehicle-in-the-loop)	및	
기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DC는 자율	
주행 개발 프로세스 및 데이터 요건에 따라	V-사이클 개발	
프로세스에서 자연스러운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관련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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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3
스마트 주행	HIL	시뮬레이션 및 확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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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ICV	개발 및 테스트 분야에서 데이터 중심 혁신을	
주도하고,	팀 관련 역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 및 확인은 제품 승인 관리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 플랫폼의 리얼타임	
성능,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능,	데이터 추적성은 시뮬레이션	
도구 체인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때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DC는	NI	제품을 기반으로 완전한 스마트	
주행	HIL	시뮬레이션 및 확인 플래폼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	시뮬레이션	
모델링이 포함됩니다.	전체 개발 프로세스는 센서 및 역학	
모델링,	시뮬레이션 디바이스 개발,	플랫폼 통합 디버깅으로	
이루어집니다.	NI	VeriStand	소프트웨어는 적응력이 뛰어나서	
다른 도구 체인 플랫폼과 호환되는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통합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역학 모델	
그리고 테스트 관리 소프트웨어의 센서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 폐루프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NI	하드웨어는	
리얼타임 프로세서와	I/O	모듈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개방적인 산업 표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이 최신	
PC	기술을	HIL	테스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NI	PXI	하드웨어는 강력한 멀티코어 프로세서,	FPGA	및	
데이터 수집 기술이 적용되어 측정 범위와 성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부	NI	PXI	제품은 업계 최고의 주파수	
및 정밀도 스펙을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 도구 체인은	NI	
하드웨어 시스템의 높은 샘플링 속도,	고해상도,	리얼타임	
시스템 기능,	그 밖에 다양한 기능으로 높은 데이터 정밀도와	
품질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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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ADC는	NI	제품을 기반으로	V2X(Vehicle-to-everything)	시뮬레이션	
테스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그림	02	참조).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기본 레이어는	NI	
RF	트랜시버를 기반으로	RF	환경 시뮬레이션 기능을 구성합니다.	PXIe-5841	PXI	
벡터 신호 트랜시버는	GNSS	신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USRP-2954R	USRP	
소프트웨어 기반 무선 디바이스는	V2X	통신 신호의 전송과 수신을 제어합니다.	
3D	교통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은 가상 교통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를 제공하여	
3D	테스트 시나리오 정보와 테스트 케이스 상태를 리얼타임으로 표시합니다.	
시나리오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리얼타임으로 하드웨어에 전송되어	V2X	신호,	
GNSS	신호,	CAN	신호를 동적으로 생성합니다.	DUT의	V2X	차량 장착 유닛은 자체	
정보(CAN	신호),	V2X	정보,	GPS	정보를 기반으로 피드백과 조기 경보를 제공하여	
HIL	테스트를 완료합니다.

ADC는 업계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바탕으로 중국 내 여러 자동차 제조사에게 데이터	
수집 및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및 확인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ICV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최고의 자동차 제조사	1곳을 위해	
엄청난 볼륨의 주행 데이터와 풍부한 주행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고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으며,	완전한	HIL	시뮬레이션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림	03	참조).	테스트 플랫폼은	VTD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CarSim	
차량 역학 소프트웨어,	VeriStand	확인 관리 소프트웨어,	ECU-TEST	자동 테스트	
소프트웨어,	HIL	캐비닛,	리얼타임 프로세서,	영상 주입 모듈,	초음파 하드라인	
시뮬레이션 하드웨어로 구성됩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이러한 테스트 플랫폼을 사용해	
시뮬레이션,	확인 및 자동 테스트를 수행하여 데이터 수집부터 시뮬레이션 및 확인에	
이르는 전체	ICV	시뮬레이션 및 확인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ADC는 앞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리소스와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폐루프 내에서 풀스택 시뮬레이션 도구 체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	
자율 주행 자동차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인 서비스를 설계하면서	NI와	
협력하여 지능적인 역량을 가진 자동차 제조사와 연구소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첨단 자율 주행 규정 요건을 처리하고 연구소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솔루션을 빠르게 배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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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ZI Controls, 
BMS HIL 솔루션을 
통해 테스트 시간 
및 비용 절감
INZI	Controls는 지난	40년 동안 자동차 산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회사는 최근 전기화 추세에 따라 비즈니스를	
전기 자동차(EV)	컨트롤 유닛으로 확장하면서	R&D	및 기타 역량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고객 과제	

INZI	Controls는	2021년에	EV	제조사의 요건에 적합한 첫 번째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고객 요건에	
부합하는 동시에	BMS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INZI	Controls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CONTROLWORKS의	BMS	HILS(hardware-in-the-loop	system)
을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했던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	유연성,	성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CONTROLWORKS	솔루션
CONTROLWORKS는 한국 최고의	HILS	전문 기업으로서	12년 동안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하면서 폭넓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았습니다.	
CONTROLWORKS의 업계 차별화 요소로는 고성능 하드웨어,	빠른 현지 지원,	
경쟁력 있는 가격,	품질 높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CE	인증	
배터리 셀 시뮬레이터 같이 안정성이 높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나	NI	
PXI	플랫폼 기반 테스트 자동화 소프트웨어 같은	Test	Manager도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CONTROLWORKS의 고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CONTROLWORKS의 노하우,	경험 및 채널 확장성은 차량 컨트롤 유닛(VCU),	
온보드 충전기(OBC),	저전압	DC-DC	컨버터(LDC),	모터 컨트롤 유닛(MCU),	
배터리 셀 시뮬레이터(BCS)	시스템이 포함된 다중 도메인	HIL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CONTROLWORKS	솔루션은	NI	PXI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고객	
요건을 비롯한 차세대 컨트롤러 개발과 함께 지속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습니다.	
INZI	Controls가 한국에서	BMS	개발에 필요한 전체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CONTROLWORKS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
INZI	Controls

파트너:
CONTROLWORKS

응용 분야: 
BMS	HIL(ADV)

솔루션 이름:
HIL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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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컴퓨터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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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1
CONTROLWORKS	BMS	HIL	시뮬레이터 컴포넌트

“처음 맞는 어려움이었지만 CONTROLWORKS의 HILSmart 덕분에 지금은 
개발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정적인 개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 빠르게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D 엔지니어
INZI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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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ZI	Controls가 솔루션을 구현하기 전에는 대부분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CONTROLWORKS	
솔루션 덕분에 이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적은	
시간에 더욱 많은 테스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BMS
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BMS는	EV에서 중요한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 차량은 물론이고 탑승자와 주변에도 심각한 손상	
및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MS	확인 프로세스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BMS	전용 확인 프로세스를 통해 안전이 보장되었다면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배터리 팩 확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테스트를 수동으로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면 효과적인 확인이 비교적 어렵지만	CONTROLWORKS	
솔루션을 통한 자동화는 품질 저하 없이 테스트 시간과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BMS	HILS가 팩이 없는 구조에서	BMS
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BMS의 각 기능과 배터리	
팩의 전자 장비를 시뮬레이션하여 실제 팩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CONTROLWORKS

의 고정밀 배터리 셀 시뮬레이터는 실제 셀과 가장 가까운	
환경을 에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MS	HILS
를 통한 무결점 확인에 따라 개발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확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더욱 효율적인	BMS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자는	
수많은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 시간을 약	30%	
절감하는 동시에 새로운	BMS를 최초 계획보다	20%	빠르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전망
INZI	Controls에서 첫 번째로 개발하는	BMS	프로토타입은	
2022년까지 국내외	OEM	회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INZI	Controls는	BMS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환경 친화적인 컨트롤러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CONTROLWORKS의	NI	PXI	기반	BMS	HILS부터 다중	
도메인	HILS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협업이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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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L-RT와 NI 

솔루션, DC 고속 
충전 시스템 설계 
지원
지금까지 전기 자동차(EV)는 충전 시간이 가솔린 탱크 주유 시간보다	
더욱 오래 걸렸지만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 시간을	20~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항상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존 인프라는 이러한 문제를 비롯한 전기	
공급 속도와 공급량를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루션의	
발전 속도도 매우 느렸습니다.

캐나다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EV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에	
참여하여 에너지 저장 회사인	eCAMION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토론토	
대학의	Centre	for	Applied	Power	Electronics(CAPE)에 들어가서	
길이	7,821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중 하나인 캐나다 횡단	
고속도로에 있는	EV	충전소에	DCFCS를 설치하십시오.1

과제
고속 충전이란 짧은 시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역폭 또는	
처리량의 문제).	토론토 대학의	Reza	Iravani	교수와 교수가 이끄는	CAPE	팀은	
로컬 대용량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저장 및 방전하고,	사용자들은 기존 인프라에서	
충전 받는 모델을 새롭게 고안했습니다.	그러면 로컬 배터리 저장 장치가 대규모	
시스템에 포함되어	DCFCS가 전기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처리량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엔지니어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목표
CAPE	팀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결정적 과제로서 로컬 대용량 배터리	
저장 시스템과 함께	DCFCS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팀원들은	NI	
재설정이 가능한 임베디드 섀시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cRIO-9082에	
제어 알고리즘을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터리 저장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존	
인프라의	EV	도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전문 기술력을	
축적한 토론토의	eCAMION과 손을 잡았습니다.

과제
EV	충전소에서 트럭 제조업체의	
DC	고속 충전 시스템(DCFCS)
에 사용할 파워 일렉트로닉스	
모델과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여 길이	
7,821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중 하나인 캐나다	
횡단 고속도로에 설치해야	
합니다.

솔루션
OPAL-RT의	eHS	FPGA	기반	
파워 일렉트로닉스 툴박스와	NI	
재구성 가능한 임베디드 섀시인	
cRIO-9082를 사용해 제어	
알고리즘을 배포하고 리얼타임	
컨트롤러 시뮬레이션을	
실시합니다.

검증 포인트
최종 컨버터의 설정:	

	J EV	측에서 직렬/병렬 통신이	
가능한 절연	DC-AC-DC	
컨버터

	J 출력 필터와 마그네틱스의	
크기를 줄인 스위치 주파수	
10kHz

	J 소프트 스위칭 조건	
제공하는 상전이 게이팅	
제어 전략

	J 전단부	H-브리지와	EV	
측 다이오드 정류기에서	
시작되는 단방향 전류

고객:
주요 미국 트럭 제조업체

응용 분야: 
디지털 엔지니어링



NI 컨트롤러 
개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설정 및 파라미터 변경

OPAL-RT(eHS)
FPGA 기반

파워 일렉트로닉스
툴박스

HIL

고속 
컨트롤 

프로토타이핑 
(RCP)

문서 설계

시스템 설정	

파라미터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시스템 설정 완료

파라미터 최적화

컨트롤러 설계

그림 01
개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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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속 충전기에 사용할 파워 일렉트로닉스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고,	파워 일렉트로닉스 컨버더를 설정하고,	컨트롤러 설계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60kW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그 밖에도	CAPE	팀은 두 가지 고속 충전 시퀀스(하나는 배터리에서 자동차까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리드에서 배터리까지)
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전기를 직렬 연결한 후 로컬 컨트롤러(LC)를	cRIO-9082에 구현하여 충전 전압을 높여야 했습니다.

또한 그리드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AC/DC	컨버터의	LC를 개발하여	cRIO-9082에서 테스트해야 했습니다(리얼타임으로	HIL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지막으로 충전소의	LC를 조정할 감독 제어(SC)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새롭게 설계된 충전소들은 각각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한 번에 다수의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멀티 콘센트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480V	시스템을 사용하여	EV를 약	30분 만에 완충할 수 있는 레벨	3	
충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가정이나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벨	2	충전기는	240V	시스템을 사용하여 완충할 때까지 약	
8~10시간이 걸립니다.3

충전 유형 전압 충전 시간*

레벨 1 110V 8~20시간

레벨 2 240V 8~10시간

레벨 3 480V 20-30분

*충전 시간은 온도,	배터리 충전 전류 레벨,	배터리 용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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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과 개발

CAPE	팀은 문서를 기반으로 개발 프로세스를 시작하여 시스템 설정 및 매개변수를 결정한 후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단계를 거쳐	
설정을 완료하고,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컨트롤러를 설계했습니다.

그런 다음	OPAL-RT의	eHS	FPGA	기반 파워 일렉트로닉스 툴박스를 리얼타임 컨트롤러 시뮬레이션에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HIL	테스트를 통해 실제	NI	컨트롤러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속 컨트롤 프로토타이핑(RCP)
을 통해	NI	컨트롤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반복 집약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정에서 학습되는 정보를 이후 반복되는 테스트에 통합하여 시뮬레이션 유형에 따라 번갈아 사용되었습니다.

결과
OPAL-RT의	eHS	FPGA	기반 파워 일렉트로닉스 툴박스가 유닛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면서 엔지니어들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자들은	EV	충전 네트워크가 운영을 시작하고 첫	5년 동안 배출가스를 약	70만 톤까지 줄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5

따라서	OPAL-RT가	eHS	FPGA	기반 파워 일렉트로닉스 툴박스를 통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욱 많이 필요하겠지만 야심찬	
EV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발 프로세스	
가속화 개발 비용 절감

높은 전압과	
전류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따른	
안전 위험성 완화

01 02 03

eCAMION  
배터리

Power Core

NI 보드 NI 보드

500~600VDC
120KWH

전압 100~500V   전류 10~120A   PMAX= 60KW

DC	
충전기	#1

DC	
충전기	#1

DC	
충전기	#1

전원 연결

그리드

그림 02
충전소:	충전기 유닛	3개



eCAMION 
배터리에서

EV 
배터리(분배기)로

EMI 
필터

입력 필터 H-브리지 
SEMIKRON 
SkiiP 3 스택

SEMIKRON
정류기 + 스너버

출력
필터

다이오드 EMI고주파수 변압기

EMI	
필터

EMI	
필터

I3
I2

I1
LHF

LOC

n1/n2 Cdc.EV

Cdc
V3

V2 V4
+

+
+

V1

그림 03
충전기 유닛의 회로 소자(Power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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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품은	UL	및	ES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2년도 채	
안 되어 최종 컨버터가 개발되었으며,	최종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J EV	측에서 직렬/병렬 통신이 가능한 절연	DC-AC-DC	
컨버터

	J 출력 필터와 마그네틱스의 크기를 줄인 스위치 주파수	
10kHz

	J 소프트 스위칭 조건 제공하는 상전이 게이팅 제어 전략
	J 전단부	H-브리지와	EV	측 다이오드 정류기에서 시작되는	

단방향 전류

1 HTTPS://WWW.ROADTRAFFIC-TECHNOLOGY.COM/FEATURES/FEATURE-THE-
WORLDS-LONGEST-HIGHWAYS/ 
2 HTTPS://NEWS.ENGINEERING.UTORONTO.CA/REDUCING-RANGE-ANXIETY-
ELECTRIC-VEHICLES-SPEEDING-CHARGING-TIME/ 
3 HTTPS://WWW.ECAMION.COM/FAST-CHARGING-STATIONS-FOR-ELECTRIC-
VEHICLES-COMING-TO-TRANS-CANADA-HIGHWAY/ 
4 HTTP://WWW.MTO.GOV.ON.CA/ENGLISH/VEHICLES/ELECTRIC/CHARGING-
ELECTRIC-VEHICLE.SHTML 
5 HTTPS://WWW.CANADIANMANUFACTURING.COM/MANUFACTURING/
ENERGY-STORAGE-FIRMS-BUILDING-EV-CHARGING-NETWORK-ALONG-TRANS-
CANADAHIGHWAY-197770/

저자
ALAN SOLTIS
BUSINESS UNIT MANAGER, AUTOMOTIVE 
INTEGRATION, OPAL-RT TECHNOLOGIES

https://www.roadtraffic-technology.com/features/feature-the-worlds-longest-highways/
https://www.roadtraffic-technology.com/features/feature-the-worlds-longest-highways/
https://news.engineering.utoronto.ca/reducing-range-anxiety-electric-vehicles-speeding-charging-time/ 
https://news.engineering.utoronto.ca/reducing-range-anxiety-electric-vehicles-speeding-charging-time/ 
https://www.ecamion.com/fast-charging-stations-for-electric-vehicles-coming-to-trans-canada-highway/ 
https://www.ecamion.com/fast-charging-stations-for-electric-vehicles-coming-to-trans-canada-highway/ 
http://www.mto.gov.on.ca/english/vehicles/electric/charging-electric-vehicle.shtml 
http://www.mto.gov.on.ca/english/vehicles/electric/charging-electric-vehicle.shtml 
https://www.canadianmanufacturing.com/manufacturing/energy-storage-firms-building-ev-charging-network-along-trans-canadahighway-197770/
https://www.canadianmanufacturing.com/manufacturing/energy-storage-firms-building-ev-charging-network-along-trans-canadahighway-197770/
https://www.canadianmanufacturing.com/manufacturing/energy-storage-firms-building-ev-charging-network-along-trans-canadahighway-197770/


성능이 곧  
성장 동력이다. 
Kratzer의	NI	파트너 참여로 포트폴리오가 한층	
두꺼워지면서 완전한 규모의	EV	테스트 랩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월  
7~8일

ADAS &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Expo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3026번 부스를 방문하여 동일한 시스템에서 재생과	HIL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통합 테스트 아키텍처를 사용해	ADAS/AD	개발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NI의 단일 도구 체인에서	
제공하는 설계 및 검증 기능을 사용해 각 단계마다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를 실시하여 개발을 앞당기는 동시에 유연한 솔루션으로 시스템의	
미래 경쟁력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추가 정보.

9월  
12~14일

AutoSens  
벨기에 브뤼셀

AutoSens는	ADAS	및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세계 최고의	
커뮤니티입니다.	1번 부스를 방문하여	ADAS/AD	워크플로우를 따라 기록,	
재생 및	HIL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전시장에서 친환경	NI	ADAS	기록 자동차를 찾아주십시오! 
추가 정보

9월  
13~15일

The Battery Show US  
미국 미시간 주 노비

The	Battery	Show에서	3100번 부스를 방문하시면 검증 및 생산	
단계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테스트 솔루션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NI가 고객의 자동화와 성능 개선을 위해,	그리고 효율적인	
테스트 확장으로 점차 늘어나는	EV	테스트 요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추가 정보

10월  
25~27일

Automotive Testing Expo  
미국 미시간 주 노비

NI가	EV	및	ADAS	검증 분야의 최신 혁신 기술을 소개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배터리 테스트 시스템	3.0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는 고급 시뮬레이션 및 자동화 기능을 통해	EV	배터리 테스트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VSI	Labs,	Konrad	Technologies,	Seagate
와 새롭게 체결한 파트너십을 통해 도로를 비롯한 실제 시나리오에서	
ADAS	테스트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십시오.	
추가 정보

11월  
9일

NI Connect Munich  
독일 뮌헨

날짜를 기억했다가	International	Congress	Center에서	NI를	
찾아주십시오.	결점을 찾을 수 없는 혁신 기술 개발을 앞당기는 데	
열정적인 동료 엔지니어와 산업 리더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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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utonomousvehicletechnologyexpo.com/california/
https://events.ni.com/profile/web/index.cfm?PKWebId=0x1298090001
https://events.ni.com/profile/web/index.cfm?PKWebId=0x1298850001
https://www.testing-expo.com/usa/en/
https://www.ni.com/en-us/events/niconnect/munich.html?cid=Print-7013q0000025MfPAAU-Consideration-NI_3Q22AutoJour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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