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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FM 무 기 세트 자동시험장비(ATE) 설계 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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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Jun Kim*

요 약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얻기 해서는 제품 자체에 한 품질 합성 검사 이 에 생산  시험 련 설비에 

한 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생산  시험 련 설비 에서도 ATE는 오늘날 자동

차산업, 항공·우주산업, 반도체산업과 같은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방 산업의 군수품 생산  성능시험에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용 FM 무 기 세트의 자동시험장비 인 ATS에 

해 체계 으로 설계 합성 검증을 실시 한 결과를 다루고 있으며, 군수품 ATE에 한 설계 합성 검증

차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시 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In order to obtain a good quality product, a proper verification of production/test facilities must be preceded before 

the quality conformity inspection of the product. Among the various production/test facilities, ATE is widely used in 

the civilian industry such as the automotive industry, aerospace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today. In addition, 

ATE is actively used in the defense industry production and performance tests. This paper is the result of 

systematically verifying the Design Conformance of ATS which is ATE of military FM radio set using various 

methods. And It is expected to be a good reference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design conformity verification 

procedure for ATE for military supplies is not docu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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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동시험장비(ATE, Automatic Test Equipment)는 

시험 상장비(UUT, Unit Under Test)의 성능을 확인

하기 해 컴퓨터를 통해 여러 가지 계측기  시험

설비를 제어하여, 정해진 차에 따라 자동 으로 시

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장비를 말한다[1-2].  

방 산업 분야 한 고객의 요구사항이 구체화 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군수품 생산을 한 생산 공정이 날

로 복잡화 되고, 품목 별로 다양한 공정과 생산기술이 

추가되고 있다[3].

방 산업 분야 에서도 특히 군 통신체계 분야는 

드론에서 측한 고해상도의 상을 송하는 기술,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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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W, Network Centric Warfare) 기술, 보안을 

한 암호화 기술 등 고 신뢰성을 요구하는 각종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부품부터 최종 완성품까지 단계 별 

성능확인을 해 많은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4-5]. 

각각의 시험마다 제조업체 담당자가 일일이 계측기와 

시험설비 등을 조정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면 상당한 인 ·시간  손실이 발생하

게 될 것이다. 한 시험을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 시

험결과 값에 편차가 발생하거나, 잘못 된 값을 기록하

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앞서 열거한 손

실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 UUT 별 특성을 고려

하여 다양한 ATE가 개발되어 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ATE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시험하기 이

에 ATE 자체에 한 설계 합성 검증이 반드시 선

행되어야 비로소 시험결과 한 신뢰할 수 있다는 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군용 FM 무 기 세

트의 ATE 인 ATS에 하여 시험  측정용 장비(HW)

와 제어용 소 트웨어(SW)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한 

구성 장치들 간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한 

설계 합성 검증을 실시 한 결과를 다루고 있다[6].

Ⅱ. 설계 합성 검증 상 ATE 소개

2.1 군용 FM 무 기 세트 ATE 형상정보

군용 FM 무 기 세트용 ATE의 품명  외부형상, 

주요기능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주요 구성품의 품명 

 모델명과 각각의 기능은 표2에 명시 된 바와 같다.

Name Shape Function

ATS
(Agile 

Transcei
ver test 
System)

ATS is an ATE used for 
Military FM Radio set 

Performance Verification 
test. The ATS 

automatically performs 
the test procedure and 

displays the result 
through the internal SW 

after interconnecting 
between the general 
measuring instrument 

and the UUT.

표 1. 검증 상 ATE 주요 정보
Table 1. Key information of verification target ATE

No.
Instrument

Name
Model 

Number
Main Function

1
Audio 

Analyzer
HP 

8903B

Voice Signal Input/Output, 
SINAD, Distortion 

Measurement

2
Modulation
Analyzer

HP 
8901B

Modulation Signal 
Input/Output RF Power, 

Frequency Error 
Measurement

3
Signal

Generator
HP

8645A
RF Signal Generation

4
Transceiver
Interface

HP
8954A

RF Signal 
Transmission/Reception

5
Communic

ation
Analyzer

Firebird
MC6000

Data 
Transmission/Reception 

Error Measurement

6
Power 
Supply

6643A,
6632A

DC Power Input, Display 
Current

7 PC -
Measuring Instrument 
Control, Test Result 

Display/Storage

표 2. ATS 주요 구성품 목록
Table 2. Main component list of ATS

ATS의 주요 구성품  PC에 탑재되어 계측기를 

제어하고, 시험결과를 시하고 장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소 트웨어에 한 형상정보는 다음 표3과 같다. 

참고로 표3의 소 트웨어 순번1과 순번2는 ATS 구성

에 사용되는 Power supply의 모델명에 따라 선택

으로 용된다.

No. File Name
File Size
(Byte)

Ver Checksum1)

1
Hms_v2_6643
_Ver1.1.EXE

OOO,OOO 1.1 ********

2
Hms_v2_6632
_Ver1.1.EXE

OOO,OOO 1.1 ********

표 3. ATS 내부 소 트웨어 형상정보
Table 3. Configuration information of ATS internal SW

1) Checksum 확인 시 Hash(V1.04) 로그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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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TS 하드웨어 구성도
Fig. 1 ATS HW diagram

Test Items
Comparison with Defense standard of Military FM Radio set

ResultPerformance Requirements
(Clause 3)

Performance test Method
(Clause 4)

Frequency

Accuracy

When transmitting, Frequency Accuracy 

should be within ± O ppm

Measure Frequency Accuracy on Channels 

O, O and O.

Ensure Design 

Consistency

Receive Sensitivity

The Receive Sensitivity limit should meet 

the standard condition and extreme 

condition described in Table O.

SINAD2) of Voice signal is measured by 

applying Table O in fixed channels O, O, O 

and manual channel when hopping mode.

Ensure Design 

Consistency

Transmission Output 

Power

The Transmitter/Receiver should be meet 

the requirements in Table O when operated 

under standard test conditions.

Measure the Output power at Channels O, 

O and O with the output of the 

Transmitter/Receiver set to Low and 

Medium outputs.

Ensure Design 

Consistency

Standard Data Receive 

Sensitivity

Receive BER should be below OO when 

fixed mode and below OO when hopping 

mode. RF input level is -OO dBm.

Measure Receive BER at channels O, O, O 

when fixed mode and manual channel when 

hopping mode. 

Ensure Design 

Consistency

Data Transmit

Sensitivity

At OOKbps, the transmit BER should be 

below OO when fixed mode and below 

OO(in extreme condition, below OO) when 

hopping mode. 

Measure OOKbps transmission BER for low 

power transmission from Channel O, O, O 

when fixed mode and manual channel when 

hoping mode.

Ensure Design 

Consistency

표 4. 산출물 검증을 통한 설계 정합성 검증결과(주요 시험항목)
Table 4. Design consistency verification result through output verification(main test items)

2.2 ATS 하드웨어 구성도  분석

그림1은 ATS의 주요 구성품과 UUT 간 하드웨어 

구성도이다.

시험자가 ATS 내 입력장치(KBD)를 통해 시험항목을 

선택하고, 수행 명령을 내리면 제어장치(COM) 내부 소

트웨어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계측기가 순차 으로 

UUT에 한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하는 

구조로서 내부 소 트웨어가 각 계측기에 올바른 명령

을 내리는지, 성능시험결과  UUT 상태를 왜곡 없이 

정상 으로 시하는지에 한 검증이 필요하며, 계측

기 자체에 한 검·교정의 성에 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Ⅲ. 설계 합성 검증항목 별 수행결과

3.1 산출물 검증을 통한 설계 정합성 검증

ATS를 활용하여 군용 FM 무 기 세트의 국방규격

서 의 3항에 명시 된 성능요구조건을 4항의 확인방법

에 따라 확인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목 이다. 본 연

구에서는 ATS 시험 결과 출력되는 산출물(성 서)과 국

방규격서 내 련 시험항목 간 비교를 수행한 결과, 설계 

정합성을 보장함을 검증하 으며 표4는 군용 FM 무 기 

성능확인을 한 주요 시험항목에 한 검증결과 이다.

2) Signal to Noise And Distortion, 수신기로부터 측정되는 음성신호의 품질을 측정하는 주요 라미터(Parameter)  하나 



JKIECS, vol. 15, no. 03, 389-396, 2020

392

Cause Random Failure
Case 1

Cause Random Failure
Case 2

[UUT ANT Cable elimination] [UUT DATA Cable elimination]

표 5. 임의 고장 유발 방안
Table 5. Way to cause random failure

Test Items
UUT

Condition

ATS Test Result
Result

UUT #1 UUT #2

Receive 

Sensitivity

ANT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DATA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During Test)
ANT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During Test)
ANT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Restore PASS PASS Match

ANT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표 6. 시험 상장비 임의고장유발 시험 결과
Table 6. UUT cause random failure result

Standard 

Data 

Receive 

Sensitivity

DATA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During Test)
ANT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During Test)
ANT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Restore PASS PASS Match

Transmiss

ion 

Output 

Power

ANT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DATA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During Test)
ANT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During Test)
ANT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Restore PASS PASS Match

Data 

Transmit

Sensitivity

ANT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DATA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During Test)
ANT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During Test)
ANT Cable 
elimination

FAIL FAIL Match

Restore PASS PASS Match

3.2 임의 고장유발을 통한 ATS 시결과 유효성 검증

UUT가 규격요구조건에 벗어나는 경우 ATS에서 

고장 는 불량으로 단하고, 상태 시여부를 검증 

하는 것이 목 이다. 시험은 UUT에 물리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표5와 같이 두 가지 방

법을 통해 임의로 고장을 유발하 다.

시결과에 한 유효성 검증은 무 기 주요 송·

수신 시험항목에 하여 시험  고장유발, 시험 수

행 도  고장유발, 원상복구의 경우에 하여 각각 

수행하 으며, 시험결과의 신뢰 확보를 해 생산  

최종시험이 완료 된 군용 FM 무 기 세트 2 를 시

험 상 시료로 선정하 다. 시험 수행 결과 UUT 상

태와 ATS 시결과가 모두 일치함을 확인하 으며, 

표6은 시험 항목 별 각 시료에 한 세부 결과이다.

 
3.3 계측기를 이용한 직  측정 결과와 비교

ATS 시험결과와 계측기를 이용한 직  측정 결

과 간 일치여부와 이상 값 발생여부 확인이 목 이

며, 표6과 동일한 시험항목에 하여 비교를 수행하

다. 그 결과 시험설비의 구성  신호의 경로 차

이, RF 신호특성 등을 감안하면 특이사항은 식별되

지 않았다.

그림 2. 직  측정 구성도
Fig. 2 Direct measuremen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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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Name

Model 
Number

Shape
Calibra

tion 
Period

Adeq
uacy
(Y/N)

Audio 
Analyzer

HP 
8903B

12m Y

Modulation
Analyzer

HP 
8901B

12m Y

Signal
Generator

HP
8645A

12m Y

Transceiver
Interface

HP
8954A

Non 
target

Y

Communi
cation

Analyzer

Firebird
MC6000

12m Y

Power 
Supply

6643A,
6632A

12m Y

표 7. 계측기 교정주기 성 검증결과
Table 7. Instrument calibration period adequacy 

verification result

3.4 계측기 교정주기 성 검증

ATS 내 포함 된 범용 계측기에 한 한 교

정 주기 설정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목 이다. 

국가기술표 원의 “교정 상  주기 설정을 한 

지침” 는 계측기 원제작사에서 권장하는 주기를 

기 으로 성을 검증 한 결과, ATS 내 포함 된 

범용 계측기는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한 교

정 주기가 설정되어 있으며, 주기에 따라 교정을 수

행하고 이력을 리하고 있음을 검증하 다. 표7은 

계측기 별 세부 검증결과이다.

단 Transceiver Interface는 오디오 신호  RF 신호

를 단순 스 칭 하는 장비로서, 국가기술표 원의 련 

지침에 따라 주기  교정 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계측

기 사용  계측기 면의 상태표시 램 , 면창의 메

시지 확인 등을 통해 정상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7].

3.5 설비 일반사항 검증

추가 으로 ATS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설비 

리 실태와 련 된 7가지 항목을 추가 으로 검증 

한 결과는 표8과 같다.

Check Point
Confirmation 

Details
Confirmation

Method
Result

ESD
(Electrostat

ic 
Discharge)

Confirmation that 
the test site is 

equipped with and 
ESD facility.

On-site Check

Good

TDP(Techni
cal 

Document 
Package) 

Registration

Confirmation that 
the TDP is 

registered and 
managed in the 
company's own 

computer system.

Checked company's 
own related processes 

and evidence 
documentation

Good

Instrument 
Performanc

e

Confirmation that 
the instrument 

included in ATS is 
sufficient to 

perform the test

On-site Check
(Already confirmed 
when section 3.1 

confirmation)

Good

GND

Confirmation that 
the power cable 
of ATS is well 

grounded

On-site Check

Good

Connection 
Status

Confirmation that 
the connection 
Status between 

equipment

On-site Check

Good

Test RF 
Cable 

Manageme
nt

Confirmation that 
the main 

characteristic value 
of the test RF 

cable is periodically 
measured and 

managed

Checked company's 
own related processes 

and evidence 
documentation

Need 
Improv
ement

Instrument 
Remote 
control

Confirmation that 
the IP address 

and remote mode 
of the instrument

On-site Check

Good

표 8. 설비 일반사항 검증결과
Table 8. Facility general check point verification result

설비 일반사항과 련 된 7가지 검증항목  6가지 

항목은 업체의 자체 로세스에 따라 리  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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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히 수행되고 있음을 검증하 다. 단 ‘시험용 RF 

이블 리’ 항목은 업체 검 차에 한 검증결과, 

이블의 물리  연결 상태만을 육안 검토록 작성

되어 있어서 추가 으로 성능 하  손여부를  

확인하기 해 매 월 단 로 각 이블 별 정재 비

(VSWR)를 측정 후 기록하도록 검 차를 개선하 다.

Ⅳ. 설계 합성 검증결과 종합

군용 FM 무 기 세트의 ATE인 ATS에 한 설

계 합성 검증결과는 다음 표9와 같으며, 특히 순번5 

설비 일반사항에 한 검에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

고 용하 다.

No. Verification Item Result Improvements

1
Design Conformity 

Confirmation through Output 
Verification

Good

2
Validation of ATS Test 

Results through UUT Cause 
Random Failure

Good

3
Comparison with Direct 

Measurement Using 
Instrument

Good

4
Instrument Calibration 

Period Adequacy 
Confirmation

Good

5
Facility General Check Point 

Confirmation
Good

Added RF cable 
performance test 

procedure

표 9. ATS 합성 검증결과 종합
Table 9. Comprehensive ATS design conformance 

verification result

Ⅴ. 결론  향후개선 방향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설계 합성 검증방법을 통

해 ATS에 탑재 된 소 트웨어가 각 계측기에 올바른 

명령을 내리는지, 성능시험결과  UUT 상태를 왜곡 

없이 정상 으로 시하는지에 한 검증을 수행하

고, 계측기 자체에 한 검·교정의 성에 해서도 

검증을 수행하 다. 한 설비 일반 인 사항에 해서

도 추가 인 검증을 실시하여 시험용 RF 이블에 

한 성능 하  손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험 차 

추가를 통해 ATS에 한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재 개발단계에 참여 인 

무기체계는 최 양산 에 ATE에 한 설계 합

성 검증을 수행 할 정이며, 본 연구에서 용했던 

설계 합성 검증 방안 외에도 소 트웨어 잠재결함

을 사 에 제거하기 한 소 트웨어 신뢰성 시험 

수행과 계측기 검·교정 결과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한 측정 불확도 용 한 면 히 검토 할 것 이

다[8-10].  

끝으로 개발단계에서 다양한 기법 용을 통한 

ATE 설계 합성 검증  개선사항 도출  용

을 통해 양산단계에서 시행착오 없이 신뢰성 높은 

무기체계를 생산 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으며, 본 논

문이 군수품 ATE에 한 설계 합성 검증 차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시 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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