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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자동화 기업들은 제어장치, 계기 및 네트워킹 부품에 

프로세서를 결합하면서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왔다. CPU와 무선 플랫폼, 메모

리의 발전은 스마트폰이나 다른 소비 가전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산업용 장비

의 개선에도 일조했다. 그러나 이제 개인들이 많은 종류의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을 고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장 엔지니어들 역시 차압(Differential) 

압력 트랜스미터 같은 기본적인 장치를 고를 때 선택 옵션이 아주 많아졌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단지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다. 젊은 인력들이 유입되면

서, 사용자가 새로운 장치를 다루는 방법 역시 진화하고 있다. 전형적인 밀레니

엄 세대들은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와는 확연하게 다른 기술 개념을 갖고 있

다. 그 결과, 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전자 장비들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플러그-앤-플레이(Plug-and-Play)가 되지 않거나 앱을 통해 쉽게 구

성할 수 없다면 많은 사용자가 해당 제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차세대 사용자를 위한 
계기의 고급설계

Ingemar Serneby

(Rosemount Level Strategic 
Product Manager) 

Emerson Autom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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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 설계

밀레니엄 세대와 소비자 가전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논의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트렌드가 산업자동화 제품 

설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어느 정도 감을 잡

기 위해, 실제 계기 개발 상황을 기술적인 기능 측면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제시하는 제품들은 레이더 레벨 트랜스미터이다(그림 

1). 설계에 도입된 기술은 주파수 변조 지속파(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FMCW. 측면 바 참

조)로, 2001년부터 에머슨의 Rosemount 레벨 그룹인 

Saab Marine Electronics사가 40년 전에 개발한 것이다.

FMCW의 적용 방법은 지난 수십 년간 상당히 발전

했다. 초창기 트랜스미터들은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전

력 소비량도 엄청났다(그림 2). 그런 유닛을 설치하고 

구성하려면 100개 이상의 설정값을 입력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자체가 매우 효과적이어서 다

수의 주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은 수고를 감내했다.

이제 트랜스미터 전자 장비에는 광범위한 기능이 포

함되었으며, 그에 따라 오퍼레이터에게 커피를 만들어

주는 것만 빼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정말로 원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

가된 것일까, 아니면 단지 추가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

서 추가된 것일까?

스마트폰이 좋은 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허

울뿐인 기능들이 추가되며 무조건 최신형만을 찾는 사

람들이 이런 제품들을 구매한다. 기술자들과 오퍼레이

터들은 대체로 허울이 있는 제품을 바로 알아보며, 쓸데

없는 기능들이 있으면 따로 구성하거나 일일이 꺼야 한

다는 것도 알고 있어 애초에 그런 제품들을 피한다.

한편, 어떤 기능들은 고객이 딱히 그것을 요구하지 않

았음에도 실제로는 장점이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기

술자들은 때때로 고객들이 일상에서 겪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낸다. 새로운 기

능을 추가하려면 그 니즈를 반영해야 하지만, 모든 사

용자가 똑같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레벨 트랜스미터를 정제 알킬화 유닛에서 구입할 수

도 있고, 식품 공정 플랜트의 토마토 소스 탱크에 쓰려

그림 1. 에머슨의 Rosemount 5408 비접촉식 레이더 레벨 
트랜스미터는 기존의 구성과 SIL 2 안전등급 구성 모두 제공된다.

그림 2. 레이더 트랜스미터들은 40년 전 제품보다 훨씬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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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입할 수도 있다. 이렇듯 사용자들의 환경은 서로 

굉장히 다르지만 같은 트랜스미터가 두 어플리케이션 

모두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레이더 레벨 트랜스미터들은 사용 예시들과 지난 40

년 이상 동안 취합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반영했고, 새

로운 설계의 세대마다 아래의 항목들을 개선했다.

• 전력 소비량 : 초창기 유닛들은 전력 소비량이 엄청났지

만 현재의 레이더 레벨 트랜스미터들은 두 개의 전선

으로 설계, 12V 정도의 낮은 전압으로도 작동한다.

• 유전성이 낮은 제품 : 제품의 유전 상수(DK)가 낮을

수록 반사 신호가 낮다. 그러나 FMCW 기술은 기존

의 파동-신호 유닛들이 작동하기 힘든 어플리케이션

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 까다로운 고체 : 현대적인 레이더 레벨 트랜스미터들

은 표면이 일정하지 않고 가루가 날리며 DK가 낮은 

석회 같은 고체도 다룰 수 있다. 고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알고리즘을 통해 필링 현상(Pilling problem)

으로 인한 정확도 감소를 피할 수 있다.

• 손상 유발 제품 : 연마성/부식성의 제품은 장치에 문

제를 초래한다. 적절한 합금과 SIL, 그리고 O-링을 

사용한 금속 부품조차 마모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누출이 발생하고 제품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일부 

레이더 레벨 트랜스미터들은 O-링을 완전히 제거하

고 습식 부품을 스테인리스 스틸(또는 필요에 따라 

더 적합한 특수 합금)과 PTFE(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으로 만들었다.

위 예들은 더욱 새로운 레이더 레벨 트랜스미터들에 

도입된 기술 중 일부일 뿐이며, 이런 대부분의 개선점은 

사용자 요구와 실제 설치품을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일

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설명서를 누가 읽어?

사용 설명서에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렌트카를 며칠 

동안 운전하고 다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

다. 고도의 기능은 실행에 어느 정도 노력이 요구되지

만, 기본적인 운영은 그렇지 않다. 산업자동화 기기도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가능할까?

인간이 개입되는 부분은 여전히 장비 설계의 주요한 

측면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사실상 하드웨어

의 모든 부분과 상호작용하게 되므로 상호작용의 본질

은 중요하다. 일상의 생산에서 플랜트나 제어실의 오퍼

레이터들은 운영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행히도 플

랜트 사고의 25%가 오퍼레이터의 잘못된 의사결정으

로 인한 것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다.

모든 사용자의 성격을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기는 어

렵지만, 동기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단순한 상호작용

만을 요구하는 제품을 원한다. 설정 과정에서 혼란을 불

러오는 상황은 아무런 장점이 없다. 반면에, 일부 난해

한 어플리케이션들은 특정 요구사항들을 소화하기 위

해 고급 구성이 필요하다. 또 액세스가 용이해야 하지

만,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

모든 사용자, 특히 젊은 사용자들은 설정 과정이 길

거나 복잡하면 참지 못한다. 많은 기술자들은 제품 박

스를 열어 장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간단히 조립하고 설치하며, 귀찮게 관련 문서나 설명서

를 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 유형의 사용자와 어

플리케이션에 최적으로 작동하려면 제품을 어떻게 설

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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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을 본래의 환경에서 관찰하기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

이 제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는 것이다. 에머슨

의 Rosemount 레이더 레벨 트랜스미터 평가 단계에서, 

에머슨은 스웨덴의 펄프/제지 기업 중 하나인 SÖDRA

와 함께했다. 레벨 계측 어플리케이션 수십 개를 각종 

환경에 놓여 있는 Värö에 위치한 펄프 공장(그림 3)에

서 적용하였다. 에머슨은 Per Anders Fast와 Andreas 

Berntsoon을 만났고, 이들은 해당 플랜트의 숙련된 계

기 기술자들이었다. 목적은 그들이 마치 일상적인 상황

에서처럼 테스트 유닛을 가동하도록 하고 상호작용 과

정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에머슨은 어깨너머로 보면서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을 얻으려

고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해서 기술자들이 제품 설명

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더 깊은 인사이트

를 얻을 수 있었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새로운 트랜스미터를 받아 패키

지를 뜯으면, 먼저 실제 장치가 나온다. 설명서는 아직 

상자에 들어있는 상태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서를 보관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곧장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는다. 

기술자들은 장비 조립을 한번 훑어보고, 적절하다고 생

각한 방법으로 설치한 다음 전원을 연결한다. 문제가 

있으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설명서가 쓰레

기통에서 구조되어 나온다. 설명서가 즉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다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어떤 제품이든 100% 직관적일 수는 없어서, 사용자

가 모든 오퍼레이션 상황에서 늘 제대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는 문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또 다른 대기업인 IKEA에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최소화된 설명서의 예를 보여준

다. 그러한 흐름을 따라, 에머슨은 기본적인 ‘빠른 실행 

가이드’ 폴더(그림 4)를 만들어 연결용 필러 플러그

(Filler plug)를 너트로 사용하여 트랜스미터에 붙이고 

이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술자들은 잠깐 보

기만 할 뿐 기대한 것처럼 더 심도 있게 알아보지 않는

그림 3. SÖDRA의 Värö 펄프 공장은 대규모 확장 및 현대화 프로그램을 거치는 중이다. 
완료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라프트 펄프 생산 공장이 될 예정이다. 

2018년도의 예상 생산량은 연간 70만 톤에 달한다. (사진 제공 : Södra Skogsäga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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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트랜스미터에 부착한 것은 효

과적이었지만, 여전히 정보 전달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런 방식이 통하려면 정보는 아주 간결해야 하며, 

사진과 도표 중심이어야 하고,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

능한 일도 아니며, 이것을 본 기술자가 문서화에 좀 더 

정성을 들일 수 있다. 우리는 ‘빠른 실행 카드’로 바꿔 

설계하고, 역시 필러 플러그를 이용하여 트랜스미터에 

부착하였다.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어느 정도 관심을 

끌고 잠깐 읽게 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필요한 정보

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했다. 

기술자가 설명서를 찾아 읽어야 한다면, 간단명료하

고 명확해야 할 것이다. 설명서는 해당 제품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설명서가 그 제품과 관련된 많은 제품

을 모두 담아내서 사용자가 어느 제품에는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면, 설명서는 이미 

몰입을 유도하지 못한 것이다.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하

는지 스스로 찾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소프트웨어는 빠르고 간단하게

다른 복잡한 계기와 마찬가지로, 레이더 레벨 트랜스

미터 설치를 구성하려면 트랜스미터 자체와 제대로 연

동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해야 한다. 서면 설명서와 마찬

가지로, 화면에 쓰인 글자를 읽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

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이 제대로 설계되었다면, 몇 개 

되지 않는 구성 포인트만을 가지고도 대부분의 어플리

케이션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에머슨은 메인 구성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으로 

Radar Master Plus(그림 5)를 만들었으며, 특정 어플리

케이션을 가능한 한 모방하도록 설계했다. 특정 어플리

케이션 설명에 이미지를 사용하며, 셋포인트(Setpoint)

와 경보 수치를 정하기 쉽도록 했다. SÖDRA의 사용자

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 후 효과를 확인했다.

성능, 기능, 신뢰성을 모두 조화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기 제품 패키지를 만드는 것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

니다. 사용자의 일상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고도의 계획성이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https://www.automation.com/automation-news/
article/advanced-instrumentation-design-for-the-
next-generation-of-users

그림 4. IKEA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빠른 실행 가이드’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만, 사용자들이 언제나 

시간을 들여 읽는 것은 아니다

그림 5. Radar Master Plus 소프트웨어는 기본 구성이 간단히 
설계되었고,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고급 기능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