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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아직 현실 세계를 드러내기보다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것은 ‘시작’이 아니라 
‘새로움’입니다. 제가 NI의 교통 부문 사업을 
이끌기 위해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Vision Zero
를 향해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명감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흔드는 것은  
‘새로움’입니다.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신선한 공기. 고도의 혁신과 강도 높은 문제 해결 
문화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

NI는 테스트를 필요악에서 성능 향상과 차별화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변환시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NI는 혁신가들이 제품 개발 및 
제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 출시 
기간과 품질 및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모든 제품 
데이터(테스트 포함)에 대한 분석을 사용하고 
엔지니어링 및 제조 워크플로에 자동화된 
테스트를 원활하게 통합하여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Vision Zero로 가는 데 지름길은 없지만 더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확인해보십시오.

협업을 통한 
연결

DRITA ROGGENBUCK
수석 부사장 겸 총괄 관리자 
운송 사업부,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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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전기 자동차(EV)는 일상적인 도구가 아니라 호화롭고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EV에 대한 미숙함 사이에서 저는 스스로를 EV 기술의 잠재적인 슬로 어댑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EV로의 전환을 천천히 고려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여유를 부리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는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는 
캐딜락 제품군을 2030년까지 모두 전기 자동차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혼다는 이와 함께 2022년 이후 유럽에서는 EV

와 하이브리드만 판매하고 2040년까지 모든 가스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1] 또한 CES 2022에서 곧 도로를 
달리게 될 새로운 EV와 관련된 중대 발표를 6개나 들었습니다. EV는 내연 자동차와 같은 100년 간의 반복적인 혁신이 없고 
규정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큰 약속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에서 자동차 회사들은 서로 다른 정도로 이렇듯 확고하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투자하여 진행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EV 기술을 늘리고 제품 개발 주기를 더 빠르게 만들며 품질을 극대화하려면 약속과 
투자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EV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전력 질주는 안전과 성능 면에서 최고의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경쟁을 수반합니다. 가장 
긴 주행 거리와 가장 빠른 충전을 원하는 배터리 제조사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광범위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배터리 테스트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증 중에 배터리를 보관할 대규모 워크인 챔버가 있는 EV 제조업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엔지니어들은 용량, 피크 전력, 열 폭주, 
과충전, 온도 특성시험, 보호 시스템, 고전압, 압력 붕괴, 불균형 전하, 단락 및 기타 수십 가지 변수를 다양한 온도 범위에서 
테스트합니다. 동시에 IEC 62660, SAE J2464 및 기타 표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목록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과제입니다.

이 업체는 복잡한 테스트 셀과 멀티셀 랩(그림 01)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업체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모든 팩과 모듈에 대한 
메가와트 전력, 서로 다른 테스트를 실행하는 멀티 배터리, 높은 채널 수, 테스트 셀 제어, 결과 및 설비의 데이터 및 테스트 실행 
조정(때때로 6개월까지 계속 실행)을 관리하는 동안 확장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 단일 테스트 셀에서 대규모 다중 사이트의 복잡한 테스트 실험실로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분석 및 의사 결정을 위한 테스트 결과 추적성 수준이 적절한가?
	� 몇 년이 지나 다시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테스트를 반복할 수 있을까? 
	� 테스트 셀을 새 배터리 또는 더 많은 배터리로 효율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을까?
	�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기술과 프로세스에 발목이 잡혀 있는가?

현재의 제품 출시 시간과 EV 정밀 조사 조건을 통해 기업과 엔지니어가 테스트에 접근하는 방식이 승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들이 기껏해야 번거롭고 관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질적이고 단절된 도구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이어가야 합니다. 

전기차 시장 진출? 
서둘러 준비하세요.

1  모든 자동차 회사의 2035년 이후 EV 계획. 포브스, 2021년 10월 4일.



환경 챔버 DUT

챔버 내 측정

배터리 사이클러

냉각 장치

배터리 테스트 소프트웨어
배터리 데이터 분석

측정 랙

그림 02
일반적인 배터리 테스트 랩을 설정할 때는 사이클러, 챔버, 측정, 냉각 장치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멀티셀, 커넥티드 랩
제품 성능

복잡성

멀티셀 랩
설비 관리

복잡한 테스트 셀
확장 가능한 테스트

단일 테스트 셀 
맞춤화 가능한 테스트

측정: BMS

DUT: 단일
전력: kW

데이터: 테스트

측정: DUT, 챔버
DUT: 다수
전력: kW–MW

데이터: 테스트 수행

측정: DUT, 셀, 랩
DUT: 다중, 분산
전력: MW–마이크로그리드
데이터: 시험 및 설비 운영

측정: DUT, 셀, 랩
DUT: 수명 주기 동안 다중
전력: MW–마이크로그리드
데이터: 테스트, 설비, 수명 주기

그림 01
확장성은 서로 단절된 이질적인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다차원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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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쉬워질 수 있는 
테스트
NI에서 저희는 이러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자동차 회사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저희만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 중 
하나는 그들의 시험을 다차원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림 02의 일반적인 배터리 실험실 설정에는 조정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 여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사이클러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시키는 것처럼 간단한 
작업은 환경 챔버의 내부 조건, 시험 절차, 데이터 수집, 
측정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의 통신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I의 BTS(배터리 테스트 시스템)는 맞춤화와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해 테스트의 측정 랙과 소프트웨어 
연결 오케스트레이터로 작동합니다. NI SystemLink™, BTS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분석 도구가 함께 작동하여 테스트 
결과 추적성, 테스트 반복성, 전체 테스트 셀 작동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합니다. 배터리 사이클러에서 팩/모듈 측정까지 
NI의 소프트웨어로 테스트를 실행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결함을 발견하고 제품 설계를 개선하며 
안전성과 품질을 확실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이 중요한 
전력 레벨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EV 전력 레벨 테스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NH Research Inc. 

(NHR)의 인수였습니다.

NI는 NHR을 통해 배터리 테스트, 배터리 에뮬레이션, 그리드 
시뮬레이터, AC/DC 로드 및 소스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NHR 전력 테스트 장비의 성능, 모듈성, 안전성, 유연성 및 
확장성은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과제를 해결하여 NI의 기존 
배터리 테스트 솔루션을 보완합니다.

NI는 이미 테스트와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고 맞춤화하기 
위한 측정 기능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NHR

과의 통합으로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완전한 
소프트웨어 연결 도구 체인에서 배터리 또는 배터리 관련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전력 전자 장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 고출력 배터리 모듈 및 팩 테스트—배터리에 들어가고 
나가는 전력을 정밀하게 처리하여(사이클링) 엔지니어가 
배터리를 작동시키는 것처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가속, 제동, 충전, 환경 조건과 같은 프로필에 
따라 마지막 거리까지 배터리의 범위와 성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EV 구동렬의 안전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에뮬레이션—엔지니어는 전력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배터리, 인버터, 모터, 온보드 충전기 또는 전체 드라이브 
장치가 제어, 안전, 내구성 요건을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 
테스트하여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배터리 동작을 에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NI의 유연한 소프트웨어 연결 EV 테스트 플랫폼과 NHR의 
전력 변환 및 전기화 테스트 시스템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변화하는 테스트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품질을 
유지하고 엔지니어가 테스트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선사합니다. 당사의 목표는 EV 자동차 회사가 제품을 빠르게 
개발하여 시장에 더 빨리 내놓아 자체 목표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EV를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여느 자동차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자동차 회사들이 
시장에 더 쉽게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와 같은 
사람들이 EV를 더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자
ARTURO VARGAS MERCADO
수석 솔루션 마케터, EV 배터리 테스트, 운송,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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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동차 제조 기술로 인해 점점  
더 복잡해지는 테스트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30,000개 부품의 데이터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데이터와 
분석 인프라가 없다면 성능, 품질,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맹점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Vision Zero로 가는 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NI는 이미 자동차 혁신가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대의 자동차

스마트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시

1M GB
의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음

TIER 1 자동차 부품업체

50%
새로운 ADAS에서 TTM[1]이 감소한 비율 및 

제품 균질성 향상

선도적인 자동차 회사에 
따르면

7,000개
사용 반도체 장치

~1
부품/백만 실패율

4,000대
매일 조립되는 자동차

28대
생산 라인에서 제작에 실패한 자동차

자동차 OEM

96%
센서 결함을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정확도

TIER 1 자동차 부품업체

6개월
1년에 단축한 개발 시간 및 80만 달러 절약

아시아 OEM

90%
테스트 시간 단축 및 연간 1억 엔 이상 절감

30,000개
부품

40M
코드 줄

20곳
부품이 출시되는 다양한 국가

1,000대
자동차 1대를 만들기 위한 기계 수

1  시장 출시 기간



도시들이 지하철역처럼 쉽게 연결된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라스베가스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현재 도시를 가로질러 운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같은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세상말입니다. 
공기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을 해치지 않고 시속 1,080km로 이동할 수 있는 세상말입니다.

그것이 Virgin Hyperloop가 상상하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NI의 도움으로 그들은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Virgin Hyperloop는 현재 하이퍼루프 기술을 통해 운송 산업의 대변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화물의 이동 모두에서 거리와 시간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교통 수단입니다.

Virgin Hyperloop의 테스트 자동화 팀 멤버인 Trevor Hanken과 테스트 소프트웨어 그룹을 관리하는 
Alexander Wolpe와 함께 지금까지 Virgin Hyperloop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NI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NI가 지원하는 파트너십 기회가 어떻게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빌리티의 미래
Virgin Hyperloop는 가능성을 확장하는 빠르고 쉬운 여행을 만든다는 임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Virgin Hyperloop 팀은 하이퍼루프를 도입하여 모빌리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현대 교통수단에 대한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Virgin Hyperloop:  
교통의 미래



11혁신가 하이라이트

현재, 대도시 지역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긴 통근 시간 
내내 겪게 되는 교통체증부터 도시 밖에서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점까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과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과 에너지 
소비라는 형태로 더 큰 환경 문제를 야기합니다.

통근에 지친 사람은 물론 단순히 여행과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례 없는 속도로 운행되는 교통수단은 매우 
흥분되는 일입니다. 또한 하이퍼루프의 도입은 신경제를 
자극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여 접근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운송 산업에서 이러한 변혁적인 혁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실로 광범위합니다.

하이퍼루프란?
직접 및 온디맨드 운송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퍼루프 시스템은 약 1,080km/h에 달하는 속도로 
진공에 가까운 원통을 통해 이동하는 ‘팟’이라고 불리는 
교통수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새로운 교통수단에서 나온 
새로운 경험은 사람 우선이며 안전, 편안함,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Virgin Hyperloop가 이처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진공에 가까운 원통과 함께 자기 부상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상하듯 개별 구성 요소를 구축하는 
것부터 팟을 공중 부양하고 원통을 통해 이동하도록 만드는 
제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까지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많은 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Hanken과 Wolpe는 모두 테스트 소프트웨어 그룹의 핵심 
멤버이며, Hanken은 특별히 테스트 자동화 부문에서 
일합니다. 그와 그의 팀은 컨트롤러와 관련 하드웨어로 
구성된 하위 시스템뿐만 아니라 하이퍼루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의 동작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팀은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DUT)에 

대한 자극을 제어하고 DUT 및 부착된 센서의 피드백을 모두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합니다.

모든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 테스트 시스템, 그리고 지원 
소프트웨어는 한데 어우러져 익히 알고 있는 대중 교통을 
재발견하는 시스템을 창조합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무한한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Virgin 

Hyperloop 팀에게 부과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요소로 
추진됩니다.

	� 속도—Hyperloop는 고속철도보다 3배, 기존 철도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사람과 물품을 수송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 지속 가능성—이 교통 시스템은 더 효율적이고 양심적인 
이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 변화에 맞서는 전쟁에 
참전합니다.

	� 안전성—승차 시 모든 승객에게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 경험—새로운 최첨단 교통 시스템으로 현대 교통수단을 
혁신하는 독특한 이동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이퍼루프는 운송 산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이동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더욱 지속 가능한 이동 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Vision Zero 달성
모빌리티의 미래를 둘러싼 대화의 중심에는 인간이기에 가져야 
할 책임감이 있습니다. NI에서 늘 말하듯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NI와 Virgin Hyperloop는 배출 제로, 충돌 
제로, 혼잡 제로라는 Vision Zero에 대한 경로를 가속화하겠다는 
공통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통 혼잡과 제한된 접근성, 환경 
오염에 시달리는 현재, 저희는 다음 100년 동안 인류가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교통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경 오염과 교통 혼잡이 미치는 영향과 싸우고 있으며 
하이퍼루프를 통해 21세기의 이동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그 기준이란 비행기와 같은 속도로 직접적인 배출이 없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Trevor Hanken
테스트 자동화 엔지니어, Virgin Hyperloop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고유한 과제를 낳지만 Vision Zero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이퍼루프는 100%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운송 수단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직접적인 배출이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이러한 
과제를 정면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인적 오류를 없애고 기상 상태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로 비행기와 같은 속도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모빌리티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통근으로 생기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싶은 전문가부터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 방식을 원하는 
여행 애호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움직이는 미래로의 전환을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을 서로 
연결하는 NI

NI의 파트너 네트워크는 Virgin Hyperloop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팀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NI의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초석 중 하나는 교통수단을 
혁신하고 혁신을 증진시키며 성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을 
전문가 및 기술과 연결하는 역량입니다.

특히, Virgin Hyperloop는 역사적으로 테스트 시스템과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거나 규정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테스트 시스템 및 시뮬레이션된 
실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팀인 Genuen과 
협력하여 많은 이점을 얻었습니다.

Virgin Hyperloop는 Genuen을 선택하여 비행 제어의 
HIL(hardware-in-the-loop) 시스템을 구축하여 Virgin Hyperloop 
팀이 임베디드 하드웨어 설계에 구현된 대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Wolpe에 따르면 
Genuen은 Virgin Hyperloop 팀이 비행 제어 팀과 시뮬레이션 
환경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HIL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NI 테스트 및 방법론 사용
시뮬레이션 환경 없이 하이퍼루프 팟 구성 요소와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을 테스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HIL의 장점이 작용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Virgin Hyperloop

의 HIL 팀은 모델을 HIL 시스템에 통합하여 컨트롤러의 동작을 
테스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팀은 완전히 조립된 
제품 없이 컨트롤러의 ‘실제’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증 및 확인 프로세스에서는 시뮬레이션된 환경을 통해 
최대한 많이 신뢰성과 견고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NI

와의 협력은 모두 NI VeriStand라는 동일한 플랫폼에 구축된 
하이퍼루프 팟의 모든 컨트롤러를 에뮬레이션할 수 있는 HIL 
시스템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NI와 긴밀히 협력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적절한 
주제 전문가와 파트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Alex Wolpe
소프트웨어 테스트 팀 관리자, Virgin Hyper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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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 Hyperloop가 NI를 통해 다년간 이어간 여정의 가치는 
특히 일정을 충실히 지키는 데 있어 NI의 플랫폼이 팀에게 
제공하는 개방성과 확장성을 통해 부각됩니다. 팀은 “이러한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를 서로 완벽하게 통합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유지 관리는 물론 새로운 요건과 테스트 사례에 훨씬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IL 시스템은 이 팀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의 경계를 넓힌 
방식의 한 예에 불과합니다. Virgin Hyperloop는 또한 
CompactRIO 시스템과 LabVIEW 소프트웨어 기술과 같은 
N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소요 
시간을 줄이고 최적의 성능을 실현했습니다.

가능성 확장
테스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볼 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Virgin Hyperloop는 운송 산업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21

세기의 이동을 재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테스트를 NI의 
팀과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당사의 테스트 기술은 Virgin Hyperloop가 개발하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하면서 상용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Hanke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 개발에서 프로토타입 테스트, 완전히 
개발된 시스템 테스트, 제조 및 품질에 대한 최종 조립 
라인 테스트로 전환하려면 제품 수명 주기의 각 단계에서 
광범위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서 파트너십과 지속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Virgin Hyperloop가 모빌리티의 미래를 개척하는 
여정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Virgin Hyperloop 팀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2020년 
11월, 불과 6초만에 시속 160km로 이동하는 팀의 첫 번째 
하이퍼루프 테스트에 성공한 후 그들은 계속해서 NI의 
발전하는 테스트 기술과 테스트 솔루션을 활용하여 대중 
교통을 재창조하고 대담한 비전을 실행하는 계획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고의 혁신과 성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Virgin 

Hyperloop 팀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저자
TREVOR HANKEN
테스트 자동화 엔지니어 III, VIRGIN HYPERLOOP

ALEXANDER WOLPE
매니저, 개발 엔지니어링, VIRGIN HYPERLOOP

BRENDA VARGAS
수석 솔루션 마케팅 관리자, 운송 부문,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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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파트너와 고객은 Vision Zero에 도달하는 것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유일한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NI 서비스형 시리즈는 NI와 NI의 파트너가 고객이 Vision Zero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리며 최적의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살펴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NI의 
임무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고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개선하고자 하는 영역을 이해하면 요청과 요구를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계획으로 전환하여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NI 전문 서비스가 기술적 접근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부터 완전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이르기까지 가치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의 3가지 서비스는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목표 달성 속도를 
높여 고객이 Vision Zero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주 엔지니어링 서비스
당사의 상주 엔지니어(RE)는 매일 현장에서 고객의 담당 직원과 함께 작업하는 전담 기술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조직의 프로세스, 
요구사항, 강점 및 한계를 연구할 때 파트너와 조언자로 활약합니다. 높은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고 원활한 전환을 실현하며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NI 서비스형 시리즈

모두가 협력하여 Vision Zero를 
달성하는 방법

https://www.ni.com/en-us/shop/services.html


15커넥터 하이라이트

NI의 RE인 Christine Brandewie는 지난 6개월 동안 Rivian과 함께 
작업하면서 전기 SUV 및 픽업 트럭 제조업체의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Brandewie의 주요 
목적은 목표 달성 일정을 단축하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합하여 Rivian의 엔지니어가 NI 솔루션을 필요에 
맞게 맞춤화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피드백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RE로 작업하는 것의 
주요 장점 중 하나입니다.

Rivian에서 Brandewie의 프로젝트는 서로 통신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여러 다양한 기술 구성 요소를 포함한 
HIL(hardware-in-the-loop)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Brandewie가 말했듯 ‘이것을 만들거나 테스트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Brandewie의 현장 업무 중 상당 부분은 개발 속도를 늦추는 
소프트웨어 설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Rivian의 
엔지니어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 컨설팅 서비스
업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테스트 전략 개발에 도움이 필요할 때 NI는 인력, 아이디어, 
기술을 연결합니다. 이는 NI 방법론 컨설팅 서비스의 수석 
컨설턴트인 Stephen Channon의 주요 업무입니다. Channon

은 자동차 분야에서 25년 이상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전반을 가늠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과 관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Channon에 따르면 고객은 지속적 통합 및 지속적 배포
(CI/CD)의 사용과 같은 새로운 워크플로를 결정하고 구현하는 
데 NI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테스트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테스트 설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향후 검증 워크로드를 줄이고 
테스트 개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테스트 벤치 소프트웨어를 
더 작은 요소로 리팩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디지털 전환으로 고객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Channon은 Vision Zero로 가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일부는 NI가 인수를 통해 얻은 새로운 기능과 
SystemLink™ 소프트웨어 및 O+ 플랫폼을 통해 테스트 데이터 
분야에서 NI가 실행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업계에 더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NI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한 파트너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고객이 가장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며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I 전문 서비스의 선임 제품 매니저인 David Pratt는 팀 및 NI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히 
패키지화된 전문 서비스 기능과 기술 제품을 결합하여 
고유한 가치를 선사합니다. 

NI 전문 서비스 팀은 서비스를 고객의 워크플로와 기대에 
맞게 제공하고 업계 전반의 운송 관련 파트너와 협력하여 
서로 돕고 있습니다. NI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유연성과 맞춤화를 통해 다양한 수준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궁극적으로 동료, 파트너,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고객의 
당면 과제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Vision Zero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계속됩니다(2021년 4분기 Automotive Journal 참조).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성을 강조하며 고객의 
향후 과제에 대한 새롭고 더 나은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음 분기의 NI 서비스형 시리즈 기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Vision Zero 도달을 위해 고안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자
KONRAD STEGEMANN
필드 마케팅 관리자, 운송, NI

NI 파트너는 NI와 별개인 독립적 사업체로, 대리점, 제휴 및 합작 투자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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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REY PHILLIPS: 귀하는 누구이며 

귀하가 가진 중요한 전문 지식은 무엇입니까?

Eric Bantegnie: Ansys는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당사는 시뮬레이션 
기술의 보편화 전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고객에게 
획기적으로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광범위한 시뮬레이션 기술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가장 복잡한 
설계 과제를 해결하고 상상만 했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부사장으로 현재 CEO의 특별 고문 
겸 Ansys Europe의 CT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Roy Fridman: Foretellix는 
ADAS/AD 시스템을 위한 테스트 
관리 및 검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플랫폼은 이러한 시스템이 
모든 관련 시나리오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의 의미 있는 테스트와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를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관리하며 
분석합니다. 저는 사업개발 및 영업 
부사장으로 NI와 함께 팀이 직접 판매 
및 파트너십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Michael Konrad: KT는 가전, 자동차, 
의료, 항공우주/국방 등 다양한 시장에 
자동화된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저희는 1996

년부터 NI 파트너입니다. 저는 회사의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Melyssa Banda: Seagate Technology

는 대용량 데이터 스토리지 인프라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입니다. 저는 Lyve Mobile Solutions

를 이끌고 있으며 기업이 대용량 
데이터 세트를 동원하고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인사이트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ADAS/AD 분야의 기업에게 
차량 내 스토리지 용량, 데이터를 
오프로드할 수 있는 모듈식 에지 

곧 실현될 
커넥티드 ADAS 및 
AD 워크플로
2021년 4분기 Automotive Journal에서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자율 주행(ADAS/AD) 검증 워크플로를 숙지하는 것이 퍼즐 해결, 
스포츠 경기, 금 및 오일 찾기 참가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ADAS와 AD 퍼즐 함께 풀기’ 참조). 이는 NI의 견해로, 
일부 전략적 파트너인 Ansys, Foretellix, Kontrad Technologies (KT), 
Seagate Technology는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래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EFFREY PHILLIPS
NI GTM(시장화 전략), 교통 담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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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및 민첩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아키텍처 제공이 포함됩니다.

JP: ADAS/AD와 관련하여 어떤 동향과 

과제를 예상하십니까?

EB, Ansys: 제품과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상호 연결되며 
상호 의존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들 또한 경쟁 우위성을 잃고 
시장 출시 기간에서 밀리게 되면서 
비용 및 일정 초과와 제품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제품 수명 주기 동안 공유되고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스레드를 생성하는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MBSE) 접근 
방식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MBSE는 설계 및 개발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제품 수명 주기에 
걸쳐 지속적인 피드백과 점진적인 
기회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며 
개선 및 검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 
고객의 디지털 전환 여정을 
지원합니다.

RF, Foretellix: 현대의 자동차는 복잡한 
디지털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및 테스트 도구와 방법론은 
아직 독자적인 디지털 전환을 겪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도구는 규모와 
자동화가 부족하며 이러한 복잡한 
디지털 제품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업계는 대규모 
가상 테스트, 자동화 및 고급 분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MK, KT: 자동차 시장의 주요 동향은 
ADAS/AD 기능의 도입 증가,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에 대한 요구 
증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능의 
계속적인 시장 출시 시간 단축입니다. 

주요 과제는 ADAS/AD 성능에 따라 
진화하는 표준, 새롭고 진화하는 
센서 기능, 오래되고 불충분한 다년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MB, Seagate: ADAS/AD 고객은 
폭발적인 데이터 볼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라이다를 포함한 차량의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불과 몇 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했으며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인식 시스템과 관련된 인공지능(AI) 
기반 알고리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DAS/AD 엔진 컨트롤 유닛
(ECU)은 소프트웨어 코드가 몇 줄만 
변경되어도 각 기능 업데이트 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테스트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비용, 품질, 데이터 
생성 시간을 제어하는 워크플로를 
통해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동하며 분석해야 합니다.

JP: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연결 워크플로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EB, Ansys: MBSE는 디지털 스레드 
및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의 핵심 
동인입니다. 대형 자동차, 항공우주 
및 국방, 첨단 OEM, 계약업체, Tier 1 
부품업체 등 당사 고객은 각기 다른 
수명 주기 단계와 기능 내에서 MBSE 
방법론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결국 
설계와 개발에서 운영을 거쳐 디지털 
스레드로 확장될 것입니다.

RF, Foretellix: 자동차가 
디지털화되면서 데이터에 의존하고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바퀴 위의 데이터 센터가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자동차를 수익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발 팀이 이러한 복잡한 디지털 
시스템을 고급 자동화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당사의 목표입니다. 
또한 비용 절감, 출시 시간 단축 및 
안전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MK, KT: 개발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설계를 최적화하고 이러한 단계에서 
주요 속성을 공유하여 전체 개발 
시간을 단축하려면 연결된 워크플로가 
필요합니다. 안전에 중요한 ADAS/AD 
기능을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데이터 
중심 및 분석 기반 개발이 필요하며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연결 
워크플로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MB, Seagate: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인식 및 의사결정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했기 때문에 차량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변경되었습니다. 
AUTOSAR에서 실시간 운영 체제
(RTOS)에 이르기까지 이 아키텍처는 
차량 코드와 기능을 성장시키는 
Linux,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AI

로 확장되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의 연료입니다. 실제 
시나리오에서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될수록 차량의 논리 및 의사결정 
역량이 향상될 것입니다.

JP: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연결 워크플로가 

이러한 동향과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EB, Ansys: 자율 주행차 AI 시스템의 
설계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문서 작업, 스프레드시트 등 정보 
공유용으로 사일로화된 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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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MBSE

가 필요합니다. 개념에서 인증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차 개발을 
안전에 중요한 표준으로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시작합니다.

RF, Foretellix: 물리적 소스 및 
가상 소스(실제 구동, 시뮬레이션 
등)에서 규모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분석하는 
기능은 ADAS/AD 기능을 적절하게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NI 및 Foretellix와 같은 
기업은 데이터 수집, 생성, 분석 
및 인사이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MK, KT: 연결된 워크플로를 통해 여러 
단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과 데이터를 
재사용하여 개발 주기와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표준과 변화하는 센서 사양을 
적용하고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더 
높은 품질의 설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설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MB, Seagate: 저희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가 스토리지 및 IT 
인프라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ADAS/

AD 및 안전하게 연결된 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IP를 진화시키고 
가속화하는 것 등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업계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NI와 Seagate

는 OEM과 부품업체가 자체 관리에서 
서비스형 스토리지(StaaS)로 데이터 
스토리지 전략을 현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ADAS 레코드 제품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데이터 흐름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스토리지가 실현되고 
고객의 데이터 액세스와 혁신 역량이 
가속화됩니다.

JP: 주제 전문가의 에코시스템이 어떻게 

그리고 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EB, Ansys: MBSE가 더욱 보편화되면서 
시뮬레이션을 물리적 하드웨어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시스템을 진정으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결 
덕에 Ansys와 NI는 복잡한 제품 개발 
주기를 단축하고 구성요소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함께 센서를 검증하고 
실시간으로 테스트 중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데이터를 주입하려면 실제 
시뮬레이션을 다시 생성해야 했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회사가 공유한 이러한 
초점은 시뮬레이션 테스트와 물리적 
테스트의 세계를 더 정확한 결과와 
연결하여 제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RF, Foretellix: 자동 운전의 문제 
에코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떤 회사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 간의 제휴는 안전한 
ADAS/AD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동급 
최고의 도구와 방법론을 제공하며 
이러한 시스템의 광범위한 배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K, KT: NI와 같은 주제 전문가 및 
플랫폼 제공업체와 협력하면 문제를 
일관되게 이해하고 에코시스템의 
일반 사용자와 파트너에게 생산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게는 자동차 에코시스템 
내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MB, Seagate: OEM과 부품업체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각 

ROY FRIDMAN
부사장, 사업 개발 및 영업 담당, 

FORETELLIX

MICHAEL KONRAD
창립자 겸 CEO, KT

ERIC BANTEGNIE
부사장, CEO 특별 고문, ANSYS

MELYSSA BANDA
부사장, LYVE MOBILE SOLUTIONS, 

SEAGATE



분야의 세계 선두 기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테스트에 대한 
NI의 오랜 명성 및 전문 지식과 대용량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Seagate의 전문 지식을 통해 OEM이 엔드포인트, 에지, 
클라우드 또는 모든 위치에서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JP: 지금까지 NI와의 협업 에코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은 

무엇이었습니까?

EB, Ansys: 공동 계약 고객으로부터 벤더의 고유한 솔루션에 
종속되는 것과 비교하여 개방적인 협업 에코시스템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들은 몇 
가지 주요 이점은 재사용의 용이성과 유연성뿐만 아니라 
솔루션의 비용 효율성이었습니다.

RF, Foretellix: NI와 Foretellix가 제안한 공동 도구체인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객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ADAS/AD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를 간소화하고 협업할 수 있는 회사와의 강력한 제휴 
관계를 선호합니다.

MK, KT: 자동차 에코시스템에 새로운 테스트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Konrad Technologies가 더 광범위한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B, Seagate: 오늘날의 레벨 3+ 캠페인은 매일 각 차량에서 
약 100TB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고객은 최소 3개 대륙에서 
실행 중이며 수집된 데이터를 며칠 이내에 검증하고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핵심
(클라우드)으로 매일 들어가야 하는 1PB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틈새 업체가 할 일이 아닙니다. Seagate의 
Lyve Mobile Solutions는 고객이 전체 데이터 흐름을 재고하고 
새로운 데이터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JP: 피드백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은 이 모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있어 훌륭한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NI와 귀사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단일 

엔티티만으로는 자율 주행을 달성할 수 없지만, 에코시스템으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LINUX® 등록 상표는 전 세계에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LINUS TORVALDS와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는 LMI의 2차 라이센스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NI 파트너는 NI와 별개인 독립적 사업체로, 대리점, 제휴 및 합작 투자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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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백서

색인 용어—V2X, 채널 
에뮬레이터, 지도 기반, 5G

무선 네트워크가 진화함에 따라 셀룰러 네트워크는 더 
많은 차량 통신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증가된 용량을 
제공합니다. 최근 몇 년간 5G V2X(Vehicle-to-Everything) 
표준의 설계 목표는 자율 주행차에서 발생하는 다중 통신 
메커니즘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V2X 성능을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채널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무선 채널 모델은 확률론적 또는 결정론적 모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확률론적 채널 모델은 
GSCM (Geometry-Based Stochastic Model)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러스터 모델링 방법에 따라 GSCM은 위너 
타입과 COST 타입으로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3GPP 공간 채널 모델(SCM), 확장 SCM(SCME)[3], 
위너, 위너 II[4], 위너+(WIM+) 및 QuaDRiGa[5]를 포함합니다. 
후자는 COST 타입의 GSCM[7]입니다.

확률론적 모델의 주요 문제는 특정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채널을 분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 기반 결정론적 채널 모델을 고려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광선 추적(RT)과 같은 결정론적 채널 모델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광선 추적의 주요 문제는 정확한 전력 지연 스펙트럼(PDP)

[1],[2]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로 

RT를 기반으로 한 산란 장면의 계산이 시간 계산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래프 이론에 기반한 새로운 기하학적 확률론적 채널 
모델링 접근 방식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여러 상호 작용에 대한 다중 바운스 산란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이론 채널 모델에서 전파 
경로는 분기(에지) 연결 노드(수직, 산란을 나타냄)[8]의 
시퀀스로 표현됩니다. 

본 백서에서는 V2X를 위한 그래프 이론 기반 채널 모델 
구현을 제안합니다. 채널 에뮬레이터는 여러 사용자에 대한 
특정 채널의 에뮬레이션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통신 성능 검증을 위해 차량 장면 테스트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채널 모델 구현
채널 모델의 전반적인 아키텍처
일반적으로 에뮬레이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채널 에뮬레이터는 주로 사용자 설정, 채널 
계수 계산, 하드웨어 액세스 제어 프로세스를 구현합니다. 
하드웨어에서 채널 에뮬레이터는 다중 사용자 CIR 재로드, 
실시간 태핑 지연 라인(TDL) 채널 필터링 및 일부 하드웨어 
가속을 완료합니다.

5G V2X 지도 기반 하이브리드 
채널 모델 구현
5G V2X 기술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확률론적 행동에 기반한 무선 채널 모델은 특정 장면에 대해 정확한 
채널 에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현재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의 통신 온보드 장치(OBU) 
성능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결정론적 모델링 방법으로서 광선 추적(RT)은 이론적으로 디지털 
지도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 부하가 높기 때문에 특히 다중 사용자/
링크의 경우 차량 네트워킹 채널을 시뮬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최근 그래프 이론은 효과적이고 정확한 
반결정론적 모델로서 높은 계산 효율성과 모델링 정확성의 특성을 실현해 왔습니다. 본 백서는 그래프 
이론을 이용한 디지털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다중 사용자 V2X 채널 시뮬레이터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시스템 검증을 위해 몇 가지 테스트 결과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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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프트웨어
채널 에뮬레이터용 소프트웨어의 핵심 작업에는 파라미터 
설정, 기하학적 경로 계산, 전파 계수 계산 및 CIR 수집이 
포함됩니다.

시뮬레이터 설정 모듈에는 지도 가져오기 섹션, 일반적인 
V2X 장면 유형에 대한 V2X 장면 설정, 무선 채널 유형, 
주파수, 안테나 속성, 사용자 수, 각 사용자 및 도로변 시설에 
대한 경로 또는 위치 계획을 포함하는 무선 채널 설정이 
포함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파라미터 설정이 완료되면 입력되는 
디지털 지도에 따라 건물 표면을 구분하고 이를 꼭짓점 
세트로 추상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표면의 각 꼭짓점 
세트의 좌표와 정상 방향을 기록합니다.

꼭짓점 세트가 완수되면 꼭짓점 위치와 통신 송수신기 
단자의 이동 궤적을 기반으로 다른 꼭짓점들 간의 가시성 
분석이 동적으로 생성됩니다. 두 노드의 각 쌍의 가시성은 두 
노드를 연결하는 벡터가 그들의 위치와 표면의 위치에 따라 
표면과 교차하는지 여부를 감지하여 구현됩니다. 가시성 
분석을 마치고 전파 다이어그램이 구축될 것입니다.

기하학적 전파 경로가 결정된 후 이용 가능한 각 링크의 전파 
계수가 계산되고 특정 주파수에서의 행렬 D(f), R(f), T(f), B(f)

가 계산됩니다. 행렬 T(f) 및 R(f)를 계산하는 동안 안테나 방사 
패턴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D, T, R, B 하위행렬이 생성되면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으며 
채널 전달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달 함수에 대한 푸리에 역변환(IFFT) 후 최종 
CIR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의 CIR이 해당 스토리지 공간에 저장되며 CIR 
재로딩 및 하드웨어 에뮬레이션은 스케줄 컨트롤러가 
해당 CIR을 사용자의 해당 전송 시간에 채널 에뮬레이터의 
하드웨어 부분에 다운로드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메인 하드웨어
이 솔루션은 NI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SDR) 하드웨어를 
사용합니다. 

PXIe-8135 PXI 컨트롤러는 Windows OS를 지원하는 산업용 
임베디드 컨트롤러입니다. PXIe-5646 PXI 벡터 신호 
트랜스시버(VST)는 채널 에뮬레이터의 핵심 구성요소로 
AD/DA 변환뿐만 아니라 RF 상승 변환 및 하강 변환을 
실행합니다. PXIe-7965R FPGA 모듈은 모듈의 Xilinx Virtex-5 

FPGA에 의해 기저대역의 입력 신호에 채널 페이딩을 
추가하는 VST의 보조 프로세서입니다. 여러 PXIe-7965R 

FPGA 모듈이 계산 풀을 형성하여 PXI Express 버스로 
연결된 모든 VST 채널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모든 
구성요소는 PXIe-1085 PXI 섀시를 통해 PXI Express 버스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임베디드 컨트롤러는 채널 에뮬레이터의 소프트웨어 
부분과 다중 사용자 CIR 계수의 실시간 재로드, RF 채널의 
선택 및 스위칭을 포함한 다양한 RF 하드웨어 리소스의 
설정을 완료합니다. FPGA 모듈에서는 유한 임펄스 응답
(FIR) 필터를 과부하 가능 CIR 계수와 함께 사용하여 
업데이트된 채널 TDL 모델을 실현합니다. 동시에 일부 
행렬 연산과 빠른 푸리에 역변환(IFFT) 연산이 FPGA에서 
구현되어 컴퓨팅 효율성을 최적화합니다.

PXIe-1095

PXIe-8135 PXIe-7965 PXIe-5646

그림 01
PXIe-5646 PXI 벡터 신호 트랜시버 포함 하드웨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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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값 설명

Multi-Channel 
(다중 채널) 4x1x1 4채널 동기화가 처리됩니다. 각각은 1x1입니다.

Maximum RF 
Bandwidth 
(최대 RF 대역폭)

200MHz 200MHz

Tapped-Delay-
Line Sampling 
Rate(탭 지연 라인 
샘플링 비율)

200MSPS PXIe-5646 ADC 및 DAC의 16비트 분해능

Delay Resolution 
(지연 분해능) 5ns 이것은 현재 샘플 기반 탭 지연 라인으로 구현됩니다. 부분 지연 필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Maximum Delay 
(최대 지연) 20.6µs 최대 탭 지연

Power 
Normalization 
(전력 정규화)

모든 경로의 전력 정규화

표

01 하드웨어 시스템 스펙

결론
본 백서에서는 그래프 이론에 기반한 새로운 채널 시뮬레이터를 제안하고 일부 테스트 결과로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은 다중 사용자 V2X 시나리오에 대해 더욱 최적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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