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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현장에서 최종 생산품의 신뢰성 검증단계에 사용되는 PC기반 테스트 장비들은 생산제

품의 특성에 따라 인위적인 과전압 인가, 고/저온 테스트, 잦은 강제 셧다운 등 많은 스트

레스로 인해 잦은 고장과 오동작을 일으킨다. 테스트 장비의 고장은 생산성 저하와 직결됨

으로 신속한 고장원인의 파악을 위한 진단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 장비

의 하드웨어 상태를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지식정보기반 진단결과의 분석

을 통한 오류원인 및 불량파트의 범위를 줄여줄 수 있는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안한다.

   

1. 서론

산업현장에서 최종 생산품의 신뢰성 검증단계에

사용되는 PC기반 테스트 장비들은 생산제품의 특성

에 따라 인위적인 과전압 인가, 고/저온 테스트, 잦

은 강제 셧다운 등 많은 스트레스 조건에서 24시간

가동되며 이로 인해 잦은 고장과 오동작을 일으킨

다. 테스트 장비의 고장은 생산성 저하와 직결됨으

로 산업체에서는 신속한 고장원인의 진단이 필요하

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비의 동작상태 점검, 전원 및

주요 I/O 시그널 검증, 장비의 오류동작 상태 별 기

존 수리내역 분석 등 복잡한 절차를 수행한다. 이의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라도 많은 시

간적 노력을 요구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

및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제조사 및 외주업체를 통

해 수리함으로써 높은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비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연장된다.

이러한 PC 기반 장비의 고장원인 중 대부분은 마

더보드와 전원공급장치에서 발생하며 전원공급장치

는 디지털멀티미터기를 이용하여 쉽게 진단할 수 있

지만 마더보드의 경우 진단의 범위가 넓고 원인분석

이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마더보드의 고장원인

분석은 POST code1)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하지

1) POST code(Power On Self Test code) : PC BIOS가

부팅 초기에 수행하는 H/W 초기화 및 오류검사 과정

만 POST code를 사용한 원인분석은 분석결과의 범

위가 광범위하여 실제적인 고장원인 분석에 있어 참

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장비마다 POST

code의 의미가 상이하여 사람이 숙지하고 의미를 판

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기술한 PC기반 테스트 장

비의 진단 및 고장원인분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진단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장비의 동작 상태와 주요 I/O 시

그널 등 하드웨어의 상태를 진단하는 전용 진단 하

드웨어와 하드웨어 진단결과와 기존 수리내역을 분

석하여 고장 원인의 범위를 좁혀주는 진단 소프트웨

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진

단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기존 수리방식에 비해 원

인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빠른 수리 지점을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수리비용 및 수리에 소요되는 시

간을 줄일 수 있다.

2. 관련연구

현재 PC 마더보드 전용 진단장비는 개발된 사례

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POST code를 분석하여 마더

보드의 상태를 파악하는 수준이다. POST code는 마

더보드의 PCI 슬롯으로 가장 많이 출력되며 기종에

따라 LED와 비프음으로 출력되기도 한다[2].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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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CI 타입의 POST code 분석 장비를 보여준다.

그림 1. PCI 타입 POST 코드 분석 장비

3. 시스템 설계

본 절에서는 제안 시스템의 요소기술인 1)진단 하

드웨어와 2) 진단결과 분석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이에 따른 구현방법을 기술한다.

3.1 진단 하드웨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진단 하드웨어는 크게 두

부분 1) 전원 진단 하드웨어, 2) I/O 진단 하드웨어

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원 진단 하드웨어는

Microprocessor의 10bit ADC를 사용하여 PC기반 테

스트 장비의 주요 전원(3.3V, 5V, 12V)을 측정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USB를 통해 분석 소프트웨어로

전달한다. 측정전압이 정격전압의 ±5% 이상이면 오

류로 판단하며 전원진단 하드웨어의 측정 오차는

±0.5% 내외이며 측정 범위는 0~25V이다. I/O 진단

하드웨어는 PC기반 테스트 장비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VGA, LAN, USB의 시그널을 체크하고 진단

결과는 USB 인터페이스로 분석 소프트웨어로 전송

한다. 그림 2는 I/O 진단 하드웨어의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2. I/O 진단 하드웨어 구성도

VGA신호는 TVP7002 VGA receiver를 사용하여

RGB 신호와 H/V SYNC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LAN은 KSZ8051MLL Ethernet PHY 칩과 Main-

processor인 TI사 TMS320DM368[3]의 EMAC(Ethernet

MAC) 모듈을 통해 네트워크 링크 신호를 체크하고

Network Device Driver를 통해 패킷의 전송 유무를 분

석한다. USB는 Atmega8에 USB Software stack을 탑

재하여 USB 신호의 인식 유무를 판단한다.

3.1 진단결과 분석 소프트웨어

본 절에서는 진단결과 분석 소프트웨어와 수리내

역 DB를 설계한다. 진단 소프트웨어는 크게 세 부

분 1) 오류원인 진단 기능, 2) 수리 내역 입력, 3)

수리내역 D/B 검색 기능으로 구성된다. 오류원인 진

단 기능은 진단 하드웨어로부터 제공받은 장비의 전

원 및 I/O 상태, POST code 값을 기준으로 수리내

역 D/B를 분석하여 가장 수리 빈도가 높은 불량 파

트 및 부품의 종류와 위치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수리 내역 입력 기능은 수리가 완료된 장비의 수리

내역을 D/B에 입력하는 기능이다. 오류의 원인이 된

불량 파트, 부품의 종류와 위치를 입력할 수 있고

장비의 이미지에 불량 위치를 수리 종류에 따라 다

른색의 포인트로 표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수리내역 D/B 검색 기능은

제조사, 장비명, 불량원인, 하드웨어 진단결과 등 다

양한 조건으로 D/B의 수리내역 정보를 검색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진단기능에서 발견하지 못한

장비의 오류를 추가로 발견 할 수 있다. 그림 3은

오류원인 진단, 그림 4는 수리내역 입력, 그림 5는

수리내역 D/B 검색기능을 보여준다.

그림 3. 오류원인 진단 기능

그림 4. 수리 내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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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리내역 D/B 검색 기능

3.4 프로토타입 구현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체 시스템에 대한

프로토타입의 3D이미지이다. 제안하는 PC보드 진단

시스템은 진단 하드웨어와 진단결과 분석 소프트웨

어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결과를 라벨 프린터로 출

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6 제안 시스템 프로토타입의 3D 이미지

4.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기존 PC기반 테스트 장비 진단의

단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

템은 진단 하드웨어와 진단결과 분석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전용 진단 하드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장비

의 상태를 보다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입력된 지식 D/B와 연동하여 고장원인을 분석 하여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고장원인 및

수리 포인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PC기반 테스트

장비의 진단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적용한

다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수행할 수 있을 있으며,

이는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의 단축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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