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의 계측 전망 

 

서비스 또는 제품 공급에서 일관되게 필요한 

요소는 품질이다. 고객이 이를 요구하고 있고 

소비자는 이를 기준으로 제품을 구입한다. 당

신이 제조업자라면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생

산하지 않으면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

라는 것을 알 것이다. 테스트 기기 시장에서 

주요 관건은 품질뿐 아니라 공급 속도 및 제

품의 수량도 문제가 된다. Keithley 

Instruments에서 수행한 "New Solutions 

Must Measure Up to Customer Demands"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년 후에는 계측 정밀

도에 대 변혁이 있을 것이고, 미래의 계측기

는 필수적으로 현재보다 6배 이상 정밀해야 

할 것이며,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노력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러한 

테스트의 반복성도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301명의 공정 및 테스트 엔지니어의 계측 필

요성을 추적 분석한 조사서 내용을 보면 참여

자에게 현재의 계측 현황과 향후 수 년에 걸

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성능에 대해 물었

는데 응답자의 대다수가 최대의 중요성을 

resolution이라 하였다. 향후에는 계측기가 

16비트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고 조사 대상자의 56%가 응답하였으며 참여

자의 35%는 현재 이러한 resolution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18비트 성능의 경우에는 

참여 엔지니어의 6%만이 현재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지만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답한 응답

자는 25%에 달했다. 정밀도의 측면에서 응답

자들은 현재 측정 어플리케이션의 3%에서 

0.1% 또는 그 이상의 전범위 정밀도가 필요

하지만 향후에는 18%의 어플리케이션에 이 

정도의 정밀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속도는 계측기를 사용하는 엔지니어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 엔지니

어 중 30.5% 가 1000 reading/sec 이상의 성

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현재  

수준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23% 

였다. 적어도10,000 reading/sec의 정밀도가 

필요할 것으로 응답한 그룹은 조사 대상자의 

12%를 차지하였다. 다른 계측 실태를 조사하

면서 측정 데이터 포인트의 수가 증가하였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엔지니

어의 1/3은 일반적인 작업에서 40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실제 질문은 “계측기를 향후 

요구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였다. 응답자는 예산 및 시

간적 제약이 대부분의 장애 요소라고 응답하

였다. 다음으로 꼽은 장애 요소는 데이터 통

신이며 나머지는 센서 및 소프트웨어 성능을 

성공적 계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조사되었다.  

 

통신 프로토콜의 미래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응답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될 장치로 직

렬 포트에 연결하고 Ethernet을 기반으로 하

거나 USB(Universal Serial Bus)와 호환되는 

Jim Miller 



장치라고 말한다. USB는 작년 조사에서 설문

에 조차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으

로 이번 연도의 조사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의 상당 부분

(20%)은 향후 통신 프로토콜로 USB를 선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DeviceNet, 

FieldBus H1, FireWire, HART, Interbus-S 

및 Profibus와 같은 필드버스 프로토콜에 대

해서도 큰 호응(26%)을 주었다. 조사 대상자

들은 Ethernet 프로토콜의 전개에 크게 동의

(43%)하였지만 직렬 포트(46%), 4-

20mA(35%) 및 IEEE-488(34%)와 같은 전

통 통신 프로토콜에 대부분이 호응하였다. 회

사를 통한 계측 데이터의 경로로 Ethernet을 

사용하려는 동향은 USB에 대한 결과와 마찬

가지로 Keithley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Ethernet과 USB가 계측기 통신 문제를 빠르

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빠른 수용을 

얻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