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LED 테스팅 및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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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발광 다이오드 : Light Emitting Diodes)는 디스플레이 및 스테이터스(status : CPU 나 주변장치의 동작 상태)를
위한 현대 전자설계 및 시스템에 사용된다. 보드가 더욱 복잡해 짐에 따라 벤더들은 개별 부품 차원에서 더 많은
테스팅 능력을 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완전한 BIST (Built-In Self Test)를 포함하기 위해 BST (Boundary Scan Test)로
진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한된 자동 테스트 기능을 가진 부품세트가 있다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과제는 오류 탐지를 위한 매뉴얼 테스팅 혹은 visual verification 에 달려있을 지도 모른다. LED 는 이러한 범주에
속해 있으며,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고객 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ED 의 오류는 2 가지 주요 경우 중 한가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경우로 LED 가 프론트 패널
디스플레이나 다른 타이트한 틈 사이로 삽입됨에 따라 디바이스 오류, 보드 어셈블리 문제, 그리고 기계적인
어셈블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electrical open 과 short 가 있다. 두 번째 경우는 동일하게 예측된 스테이터스가
제대로 작동할 때 부근 LED 상의 컬러 및 광도에 있어 인지된 차이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타입의 오류는
BST 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부품들을 규명할 수 있다. 통합 BST 는 분리된 LED 에서 실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LED 는 테스팅을 위한 LED 의 visual verification 을 사용하는 옵션만으로 제조 엔지니어들을 멀어지게 한다. Visual
verification 은 기술자가 시각적으로 LED 를 관찰하고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작동되었는지를 리포트 함으로써 테스트
과정 동안의 인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아주 반복적인 작업인 관계로 오류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테스트 하는 사람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복잡한 테스트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테스트하는 사람과 테스트를 의뢰한 사람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가치
없는 추가 작업이 된다.

LED 를 테스트하기 위한 대안의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일상적인 시스템 작동 동안 어떻게 LED 가 기능하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LED 는 다이오드에 기울게 하기 위해 전압이 가해질 때 밝게 될 것이다
(그림 1(a)). 전류 제한 저항은 핀의 전류 구동 제한 기능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이오드의 비선형 반응
(non-linear response) 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회로에 위치한다. 싱글 컬러 LED 는 보통 하나의 핀에 부착된
드라이버와 다뤄지며, 다른 핀은 GND 에 묶여있다. 이로써, 싱글 LED 를 컨트롤하기 위한 싱글 핀을 가능하게 해
준다. 멀티플 컬러는 서로 다른 컬러의 반응들과 함께 다른 LED 를 추가하고 분리된 핀에 출력을 연결함으로써
간단히 지원할 수 있다. 그림 1 의 (b)는 일반적인 GND 와 분리된 드라이브 연결을 가진 2 가지 컬러의 LED 구성의
간단한 실행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컬러를 혼합하는 것의 특징 중 하나는 두
LED 가 동시에 구동되며, 그로 인해 개별 LED 에 나타나는 컬러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컬러가 생성된다는 점이다.
2 개 포트의 bi-color LED 를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전면에 2 개의 LED 를 간단히 가지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 혹은 또 다른 LED 는 어느 것이 적절하게 편향되었는지에 따라 밝아질 것이다. 하이브리드 컬러는 충분히 빠른
비율로 두 개의 활성 상태 사이를 대체하기 위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컬러가 요구될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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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복잡함이 더해진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그림 1 의 (c)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bi-color LED 는 가장
복잡한 경우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될 것이다.

그림 1

그림 2 에서 작동하고 있는 LED 를 보면, 핀 1 과 핀 2 모두가 같은 전압 (일반적으로 Vcc 또는 GND)에 놓여있다면
전류의 흐름과 회로의 모든 점은 동일한 전압으로 측정하지 않을 것이다. 전압이 측정될 수 있으면 LED 의 조건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로써 개개의 LED 를 자동으로 테스트 할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제조 및 테스트에서
LED 와 함께 보여지는 대다수 오류의 규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비교측정기가 각
각의 LED 에 연결되고, 적절한 세트 포인트가 비교측정기에 또 다른 인풋으로 선택되었다면 LED 는 테스트될 수
있었을 것이다. 테스터는 이러한 유형의 테스트에는 아주 수동적인 관계로 LED 를 적당한 전자적 조건에 놓기 위해
LED 컨트롤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와 함께, LED 는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교측정기는 구성할 수 있는 세트-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는 결국 추가적인 부품을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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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약간 더 통합된 솔루션은 모든 테스트 포인트의 견본을 뽑기 위한 멀티플렉싱을 가진 멀티플 A/D 디바이스를
사용할 것이다. 이로써 일부 형식의 공정상의 요소에 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작업은 전압 수준이 테스트에서
전류 LED 구성을 위해 적절히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비록 이러한 작업이 부품 수를
줄여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포인트로부터 데이터를 인수하고 가공하는 등의 작업을 처리 하기 위한 멀티플 부품이
여전히 필요하다. 보다 더 통합된 실행방식은 아날로그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A/D 샘플링과 프로세싱 모두를 하나의 단일 기기로 통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싸이프레스의 CY8C24794-24LFXI 는 LED 와 연결된 최고 48 전압 테스트 포인트의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로써
테스트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 기능을 제공해
준다.

실질적인 테스트 과정은 다른 보드 테스트와 유사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LED 활동 규명만의 단일 테스트는
테스트 스위트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적절한 작동을 보장하기에는 충분치가 않다. Bi-color LED 세트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All LEDs off (both pins connected to Vcc) – detects shorts to GND

2.

All LEDs off (both pins connected to GND) – detects shorts to Vcc

3.

All LEDs on (color 1) – detect fault in the color 1 circuit path

4.

All LEDs on (color 2) – detect fault in the color 2 circuit path

5.

All LEDs off (adjacent LED traces alternating between Vcc and GND) – detect shorts between the LED t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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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verse test 5 to test the reverse path

이러한 6 가지 측정방식을 완료함에 따라 LED 는 모두 잘 작동하고 있으며, 디폴트가 없다 는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측정 장비는 포인트 1 에서 전압 수준이 오류 테스트 대비 통과 테스트를 나타내는 동안 LED 의 전류 “예상” 상태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림 3 은

26 개의 LED 를 모니터하고 I2C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반적인 시스템에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 개발된 싸이프레스 PSoC 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스템이 주어진 테스트를 위한 모든 세트포인트를 구성하고 어떤 테스트가 다음 테스트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의 표시 기능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I2C 를
통한 인터페이스는 외부 시스템이 각 각의 LED 성능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여된 테스트
결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림 3. 싸이프레스 PSoC Express 스크린 샷

마이크로컨트롤러 통합 설계를 위한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동일한 디바이스로 컨트롤과 테스팅 모두를 결합하는
것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포트 익스팬더는 디자인의 LED 컨트롤 부분을 위해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디바이스의 아날로그 기능은 테스트 실행을 위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통합 수준은 설계를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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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준다. 또한 추가 핀과 소프트웨어 복잡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하드웨어의 필요조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제조 테스트와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시 LED 컨트롤 시스템 프로세서의 작동을 방해 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많은 LED 가 비주얼 검사로 테스트되고 사람들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테스팅을 위한 많은
대체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테스트의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테스트 진행시 사람들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없애고 테스트 자동화 분야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비용을 줄이며, LED 를 어셈블리 과정이나
보편적인 start-up sequence 의 일환으로 언제라도 테스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현재의
LED 테스트에서는 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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