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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earance of a connector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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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기전자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가전

제품과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산업용 장비들에서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매우 많은 전기적 배선이 사용

되고 있다. 이렇게 배선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필연

적으로 실제 전기적 연결을 구현해주는 커넥터 불량

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가전제품

의 경우 개별적인 사후관리가 힘들어 만일 제품의 

제조단계에서 접촉 불량의 다양한 가능성을 검사해 

내지 못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된 뒤에 불량이 

발생하게 되면 커넥터를 제조한 업체는 물론 원청 

업체에 신뢰성에 관한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

게 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커넥터의 접촉 불량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채용되고 있는 방법은 도통 

테스트다. 이는 2개의 도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었

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검출할 수 

있는 불량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Fig.1과 같이 전선이 커넥터의 터

미널에 정상적으로 압착되었으나 감압부가 만족해야 

할 사양에 비해서 더 많이 벌어진 경우를 가정해보

자. 이 경우 감압부의 벌어진 정도가 심각하여 항상 

접촉이 떨어져있는 경우라면 도통 테스트를 실시하

는 것만으로도 불량을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1)(2) 
하지만 만일 벌어진 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도통 테스트를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접점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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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검사를 통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검사를 양품

으로 통과된 뒤에 제품의 배송과정이나 사용 중에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기계적 충격에 의해서 불안정

하게 이루어졌던 접점이 분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

는데 이는 불량 중에서도 매우 검출하기 힘든 불량

에 속하며 현재로써는 유효한 검사방법이 없는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량을 검출하기 위

해서 도통 테스트를 실시하되 외부에서 기계적인 진

동을 터미널에 가해주는 불량 검출기술을 제안하고 

이 검출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3) 일반

적으로 전자장비에서 사용하는 신호의 주파수는 터

미널의 기계적인 기본 고유진동수와 비교했을 때 매

우 높기 때문에 진동현상의 와중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점점이 붙었다가 떨어지더라도 이 순간을 매우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 본  론

2.1 실험장치 구성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하

여 Fig.2와 같은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Fig.2는 

크게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있다. 하나는 전기적 

도통 테스트를 위해서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는 구형

파 신호를 생성하고(DAC) 또 이를 측정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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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ation of experimental setup

Fig. 3 Signals when not vibrating

Fig. 4 Signals when vibrating

(ADC)으로 구성되는 전기적 요소들이고 다른 하나

는 검사 대상에 의도적으로 진동을 일으키는 부분으

로 나누어진다. 
2.2 실험 결과
본 검사를 위하여 커넥터 터미널에 주어진 구형

파 신호는 만일 터미널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출력 단에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입

력단과 출력단 신호의 차(diffrence)에 해당하는 신

호를 추출하면 결함이 없는 터미널에 대해서는 출력 

신호가 0V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실험을 진

행하여 얻은 신호를 Fig.3과 4에 보였다. Fig.3은 터

미널의 감압부를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벌여놓은 뒤

에 외부에서 진동을 주지 않고 측정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도통 테스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Fig.4는 똑같은 터미널에 대해

서 외부에서 고의적으로 진동을 가해준 뒤에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입력신호

와 출력신호를 빼면 중간 중간에 비정상적인 형태의 

신호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터미널의 접촉부

와 커넥터 핀이 진동에 의해서 서로 붙었다 떨어지

는 순간으로 추정된다. 이는 진동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관찰할 수 없는 결과였다.

3. 결  론

기존의 전기적인 방법의 도통검사로는 발견할 수 

없는 종류의 결함을 외부에서 진동을 가해주는 방법

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여 실제 커넥터의 잠재된 불

량을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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