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 장치 및 방법

기술
개요

Sales Material Kit

Executive Summary
□ 본 발명은 발명은 센서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용 센싱데이터를 생성하여
센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센서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여부를 테스트하도
록 하는 센서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

기술
현황

Background
□ 센서 응용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중앙제어장치에 탑재되는데 이러한 센서 응용 프로그램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센서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함
□ 종래의 센서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에서는 테스트를 위한 센싱데이터가 제한적이며, 실제로 센
서가 적용되는 현장의 환경에서는 다양한 범위의 센싱데이터가 센서 응용 프로그램으로 입력
되지만, 이와 같은 테스트시에 입력되는 센싱데이터는 테스트 환경에서 센싱된 데이터이므로
실제 환경에서의 다양한 범위를 커버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센서 응용 프로그램은 일부
제한된 센싱데이터에서만 동작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Key Technology Highlights
□ 본 발명은 센서의 종류와 특성, 센싱데이터의 출력패턴, 통신방식 등과 같은 각종 조건을 변
경하면서 센싱데이터를 생성하여 테스트 보드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 센서의 실제 환
경과 같이 넓은 범위의 센싱데이터로 센서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센서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

Technology Overview

Fig. 1. 센서 응용 프로그램의 테슽 장치의 모식도

Sales Material Kit

권리
현황

센서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 장치 및 방법

Patent
□ 국가 : Korea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등록일) : 10-2013-0061277(2013.05.29.)/10-1468394(2014.11.27)
□ 명칭 : 센서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 장치 및 방법
□ 패밀리특허

Claim Analysis
□ 전체 청구항(14), 독립항(3), 종속항(11)
Exemplary Claim
다수 및 다종의 센서로부터 각각 입력되는 센싱데이터를 기설정된 처리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하는
센서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테스트 보드; 및
상기 센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하기 위한 센싱데이터를 기설정된 생성조건에 맞게 적어도 하나
이상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센싱데이터를 상기 테스트 보드로 출력하는 센싱데이터 생성기; 를 포함
하고,
상기 센싱데이터 생성기는,
상기 다수 및 다종의 센서 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하기 위한 센서설정부;
상기 설정된 센서의 센싱데이터의 특성을 설정하기 위한 센서특성설정부;
상기 설정된 센서 및 특성에 대응하는 센싱데이터의 생성패턴을 설정하기 위한 생성패턴설정부;
상기 설정된 센서, 특성 및 생성패턴에 따라 상기 센싱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생성부; 및
상기 생성된 센싱데이터를 상기 테스트 보드로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며,
상기 센싱데이터의 생성패턴은 상기 설정된 센서별 센성데이터를 랜덤으로 생성하는 패턴 또는 일
정한 증감을 이루도록 생성하는 패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서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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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시장
<세계 유형별 센서 시장 전망>

□ 세계 센서시장은 ’14년 795억 달러에서 연평
균 7.9%의 성장률을 보이며 ’19년에는 1,161
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 센서는 유형별로 이미지와 압력센서 그리고
바이오센서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며,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이미지 센서는 주
로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방송촬영용
카메라, 의료영상기기 등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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