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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duct of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study is an external interface for controlling the equipment of pendant key

remote control system circuit board, and it is used in the electronic component test equipment system. Main control system

module is in the role as a device for controlling the various control devices that make up the integrated system for

microscopic examination at the request of the host computer engineers to control the inspection equipment. The pentane-

key interface module to its role as a device for controlling the various control devices that make up the integrated system

for microscopic examination at the request of the host computer for the engineer to control the inspection equipment.

Development of the control system can be expected in the configuration of a system for efficient and accurate inspection

of high-precision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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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검사용 광학분석 기술은 광학기술을 이용한 촬영과

영상처리를 통하여 스마트폰의 반도체 부품 및 디스플

레이 부품의 이상유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검사용

측정장비는 초광대역 통신 프로세서, 대면적 플렉서블

3차원 디스플레이를 개발/생산하는데 있어서 기술 개

발 및 양산화를 촉진하고, 수율 향상에 의하여 생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 중 하나일 것이

다. 생산 및 검사용 자동제어 기술은 미국, 일본 및 국

내의 여러 기업에서 이 분야의 시장의 신기술과 시장

을 이끌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비의 광학계를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제어시스템과 이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펜단

트 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요 연구 대상인 기

술은 제어 회로 보드 설계 및 제작, 제어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이다.

Fig. 1은 전자 부품의 검사 장비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Microscope Unit이라

고 표시된 부분이 본 과제에서 개발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될 부분이다. Fig. 2는 이러한 제어 시스템의 다양

한 기능 블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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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he optical analysis system con-

sider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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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할 수 있는 MSCU (Micro-Scope Control Unit) 및 Pen-

dant Key System을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2.1.  MSCU 모듈 연구 개발

메인 제어용 시스템 모듈은 검사장비를 제어하는 엔

지니어의 요구 및 호스트 컴퓨터의 요청에 검사용 현

미경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제어장치를 통합 제어하

기 위한 장치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마이크로스코프

제어 유니트 주요 사양의 요구조건과 사양은 Table 1 과

같다.

제어시스템 모듈의 전원은 전원변환장치를 통하여

24 V 직류전압이 인가되고, 최대 허용 전류는 2 A로

설정한다. 순간적인 과도한 전압 및 전류의 유입으로

인한 회로의 오작동 및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퓨즈

및 안정화 회로를 내장화 하도록 한다. 회로내의 프로

세서는 ARM 아키텍쳐를 이용한 32비트 프로세서를

메인으로 하고, 통신, 검증 및 제어용으로 3개의 8비트

프로세서가 추가로 구성된다. 또한 입출력 포트의 구성

으로는 디지털신호의 입출력은 16채널과 아날로그 포

트는 8채널로 구성된다[3-5].

Fig. 3에서는 이러한 기능적인 회로 구성의 표시하

였다.

Fig. 2. Functional block diagram of the control system.

Table 1. MSCU specification and requirements

항  목 내        용

전 원 . 24VDC / Max. 2A

신호처리장치
. 32-bit ARM Processor (1EA)

. 8-bit Microprocessor (3EA)

입/출력 신호
. 16-bit / 16-CH Digital I/O

. 12-bit / 8-CH Analog I/O

통신포트

. Ethernet : 1-CH

. Differential SPI : 4-CH

. RS-232 : 4-CH

. RS-485 : 1-CH

크  기 . 400 × 200 × 100 mm

주요 기능

사용자의 요구 및 Host PC의 요청에 따라 Microscope System을 구성하는 각종 제어장치를 통합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써

. 배율 변경 (×2.5, ×5, ×10, ×20, ×50)에 따른 렌즈 전환용 Revolver Controller 제어

. 배율 따라 선명한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Auto Focus Controller 제어

. 영상신호에 따라 광학 필터 (BF/DF, DIC, Polarizer)를 전환하기 위한 Optic Filter Controller 제어

. 광학 조명 (Transmitted / Reflected Light) Controller 제어

. 사용자 Pendant Key 조작에 따른 Microscope System 제어

Fig. 3. Schematic of the circuit configuration and func-

tional flow in mai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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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endant Key 모듈 연구 개발

펜단트 키 인터페이스 회로는 검사장비를 제어하는

엔지니어의 요구 및 호스트 컴퓨터의 요청에 검사용

현미경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제어장치를 통합 제어

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6-8]. 시스템

과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로 작용하는 펜단트 키 유니트

주요 사양의 요구조건과 사양은 Table 2와 같다.

3. 결과 및 고찰

개발된 제어시스템의 주요 스펙과 사양은 Table 3

같으며, 전원은 최대 2A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으며, 신호처리는 32비트 ARM코어 프로세서를 이

용하였다. 또한 입출력은 16채널 디지털 I/O가 가능하

도록 하였으며, 시스템의 셋업과 이에 따른 초기 및 동

작시의 시스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부를 구성

하였다. 외부 통신을 위한 통신 포트는 산업계에서 활

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이더

넷, SPI 및 RS-232와 RS-422 규격에 적합하도록 구성

하였다.

개발된 메인 제어보드인 본 제어 회로 보드 모듈은

CPU 보드와 Mother 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별도 보드로 개발하였다. 이는 제품 사양별로 요구되는

동작 속도 및 버전 별도로 업데이트 되도록 개발하였

다. 두 보드를 겹합 및 분리시에는 CPU 보드의 핀이

Fig. 4. Schematic of the circuit configuration and func-

tional flow in pendant-key system.

Table 2. Pendant-key specification and requirements

항 목 내    용

전 원 · 24VDC / Max. 1A

신호처리장치 · 8-bit Microprocessor

통신포트
· Differential SPI

· RS-232

크  기 · 200 × 150 × 70 mm

주요 기능

Microscope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 조작장치로써 조작 신호를 MSCU 에 전달

· 조작 Key 
 - Lens : ×2.5, ×5, ×10, ×20, ×50

 - AFC : AF Start / Search / Stop, Fine Control 용 Encoder, Z-axis Control
 - Light : On/Off, Bright Up/Down

 - Optical Filter : Bright Up/Down, On/Off

· 상태표시 Text VFD

· 상태 표시 LED : 시스템 상태 표시, 통신 상태 표시, 각 Key On/Off 상태 표시

Fig. 5. Prototype of control board with mother circuit

and CPU circuit.

Fig. 6. Mother board of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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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에 결합 마킹부를 표시하였기에 이 부분이 일치하

도록 겹합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개발된 제어 보드에 제작된 펌웨어를 업로드하여,

이를 통해 제어소프트웨어가 MCU에 임베디드되어 동

작하게 되며, 펌웨어를 개발, 보유함으로 향후 계속적

Table 3. Control system specification and requirements

항 목 내 용

전 원 24VDC / Max. 2A

신호처리장치 32-bit ARM Processor

입출력 신호
16 / 16-CH Digital I/O

· Optical Filter Controller Interface

시스템 설정

DIP Switch ( 4-Pole )

 · SW1 / SW2: AFC 모델( AFC2, AFC3, AFC4 )

 · SW3 : Optical Filter Controller 적용 / 미적용

 · SW4 : 투과조명 선택 ( Halogen, LED )

시스템 상태

전원상태 표시 LED ( 6 EA )

 · 24V : 외부 입력전원

 · 5 / 3.3V : 내부 전원

 · AFC (5V) : AFC 로부터 공급되는 입출력 I/O 용 전원

시스템 동작상태 표시

 · RUN : 시스템 동작 상태

 · COMM : 외부장치와의 통신 상태

통신포트

Ethernet ( 1-CH )

 · HOST PC ( Spare )

Differential SPI ( 3-CH )

 · Pendant Key ( 250 Kbps )

 · I/O #0 ( 250 Kbps ) - Spare

 · I/O #1 ( 250 Kbps ) – HOST Interface

RS-232 ( 4-CH )

 · LED Controller ( 9,600 bps ) 혹은 Debug ( 11,5200 bps )
 · HOST ( 9,600 bps )

 · AFC ( 9,600 bps )

 · Revolver Controller ( 9600 bps )

RS-422 ( 1-CH )

 · Pendant Key ( 9,600 bps )

크 기 400 × 200 × 200

Fig. 7. MCU board of control system. 

Fig. 8. Interface board of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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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스템 업데이트와 요구되는 사양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등을 개발 제공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기술개발의 결과물은 전자

부품 검사 장비 시스템에 사용되는 제어시스템 회로

보드 및 이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외부 인터페이스 장

비인 펜단트 키이다. 메인 제어용시스템 모듈은 검사

장비를 제어하는 엔지니어의 요구 및 호스트 컴퓨터

의 요청에 검사용 현미경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제

어장치를 통합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역할을 하

게 된다. 펜탄트 키 인터페이스 모듈은 검사장비를 제

어하는 엔지니어의 요구 및 호스트 컴퓨터의 요청에

검사용 현미경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제어장치를

통합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개발된 제어 시스템은 고정밀 부품의 효율적이고 정

확한 검사를 위한 시스템의 구성에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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