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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휴대통신기에 설치된 다수의 잭에 시험장치와 연결된 플러그를 자동으로 탈착시켜 줌으로써 여러 종류의 휴대

통신기를 용이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지그 유닛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휴대통신기가 고정되는 고정지그; 상기 고정지그가 장착되는 지그 베이스; 상기 지그 베이스의 일측단에 설치되

어, 상기 고정지그에 고정된 휴대통신기의 일측에 설치된 잭에 대한 시험을 위한 제 1플러그가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팩

유닛; 상기 휴대통신기의 타측 및 양측단에 설치된 잭에 대한 시험을 위한 적어도 1종의 플러그를 이동 가능하게 해 주는

적어도 1종의 플러그 지그; 및 상기 지그 베이스의 타측단에 설치되어, 상기 고정지그에 설치된 적어도 1종의 플러그 지그

의 적어도 1종의 플러그를 상기 휴대통신기에 설치된 각 잭에 탈착시켜 주는 액츄에이터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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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휴대통신기가 고정되는 고정지그;

상기 고정지그가 장착되는 지그 베이스;

상기 지그 베이스의 일측단에 설치되어, 상기 고정지그에 고정된 휴대통신기의 일측에 설치된 잭에 대한 시험을 위한 제 1

플러그가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팩 유닛;

상기 휴대통신기의 상단 및 양측단에 설치된 잭에 대한 시험을 위한 적어도 1종의 플러그를 이동 가능하게 해 주는 적어도

1종의 플러그 지그; 및

상기 지그 베이스의 타측단에 설치되어, 상기 고정지그에 설치된 상기 적어도 1종의 플러그 지그의 적어도 1종의 플러그

를 상기 휴대통신기에 설치된 각 잭에 탈착시켜 주는 액츄에이터로 구성되며,

상기 액츄에이터는 상기 휴대통신기의 좌우 방향으로 이동하는 제 1이동수단과, 상기 휴대통신기의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

는 제 2이동수단과, 상기 제 1이동수단과 상기 제 2이동수단을 이송시키는 구동실린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

스트 지그 유닛.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 지그는 휴대통신기의 잭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상기 플러그가 왕복 이동 가능하게 가이드

해 주는 가이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지그 유닛.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이동수단은 베이스의 상부면의 좌우 방향에 설치되는 LM 가이드 1 및 2와 상기 LM 가이드 1

및 2에 각각 장착되는 홀더 베이스 1 및 2와 상기 홀더 베이스 1 및 2의 일단에 설치되는 랙 2와 상기 홀더 베이스 1 및 2

에 각각 설치되며 상기 적어도 1종의 플러그 지그가 설치되는 홀더 1 및 2와 상기 홀더 베이스 1 및 2의 각각의 일단에 설

치되는 랙 1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이동수단은 상기 LM 가이드 1 및 2 사이에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LM 가이드 3과

상기 LM 가이드 3에 장착되는 홀더 베이스 3과 상기 홀더 베이스 3에 장착되는 홀더 3과 상기 홀더 베이스 3의 일측에 설

치되는 랙 2로 이루어지며, 상기 구동 실린더는 회전축에 결합되는 피니언 기어가 상기 랙 1 및 2와 결합되도록 상기 LM

가이드 1 및 2 사이에 설치되며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지그 유닛.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통신기의 일측에 설치된 잭에 대한 시험을 위한 제 1플러그가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팩 유닛

에서 휴대통신기의 일측에 설치된 잭은 MP3 플레이어의 출력단자임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지그 유닛.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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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테스트 지그 유닛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휴대통신기에 설치된 다수의 잭에 시험장치와 연결된 플러그

를 자동으로 탈착시켜 줌으로써 여러 종류의 휴대통신기를 용이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지그 유닛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휴대폰(cellular phone),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및 팜 컴퓨터(palm computer) 등과 같은 개인 휴

대 통신기들은 정보화와 이동성 및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없어서는 안 될 통신수단으

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 휴대 통신장치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신뢰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종래의 개인 휴대 통신기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 장치는 검사할 개인휴대통신기와, 상기 개인 휴대 통신기로 구동신호를 전

송하고 그에 따른 상태신호를 수신하는 테스트 지그와, 사용자로부터 검사 동작에 대한 제어신호를 입력받기 위한 외부입

력 키패드와, 상기 테스트 지그로 구동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기 및 상기 테스트 지그에서 처리된 개인휴대통신기의 상

태신호를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가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측기로 구성되어, 개인 휴대 통신기를 상기 테스트 지그에 연

결하여 로딩하고 전원 스위치를 온 시키면, 상기 전원공급기로부터 테스트 지그에 전압이 인가된다. 이때, 사용자가 외부

입력 키패드를 통해 테스트 명령을 입력시키면 상기 테스트 지그는 상기 계측기의 초기화를 수행한다.

상기 계측기를 송신모드에 놓고 상기 외부입력 키패드를 이용하여 개인 휴대 통신기에 테스트 명령을 송신함으로써 송신

기능을 검사한다.

또한, 상기 계측기를 수신모드에 놓고 상기 외부입력 키패드를 이용하여 개인 휴대 통신기에 테스트 명령을 송신함으로써

수신기능을 검사한다.

상기의 동작에 의해 모든 검사항목에 대한 조정 및 확인이 수행되면 테스트를 종료하고 언로딩한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개인 휴대 통신기의 검사 장치는 검사 및 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이 많고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업자에 숙련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 결과에 대한 신뢰

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특허 10-0474801호에 개인 휴대 통신기의 테스트 작업을 기계화된 장치에 의해 자

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쉴드 테스트 지그 유닛 시스템(10)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특허는 도 1과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 프레임(100)과, 케이스(110)와, 로딩 로봇(201)과, 언로딩 로봇

(210)으로 구성된 픽업부와, 제1컨베이어(310)와, 제2컨베이어(320)와, 제3컨베이어(330)와, 제4컨베이어(340)로 구성

된 이송부와, 상기 이송부의 일측에 설치되는 셔틀(400)과, 상기 셔틀(400)의 일측에 설치되는 복수개의 쉴드박스(500)

및 상기 테이스(110)의 일측에 설치되어 상기 쉴드 테스트 지그 유닛 시스템(10)을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700)로 구성된

다.

상기 로딩로봇(201)은 개인휴대통신기(1)를 흡착 파지할 수 있는 버큠패드(202)와, 상기 버큠패드(202)를 상/하로 이동시

킬 수 있는 헤드부(203)와, 상기 헤드부(203)를 X측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가이드블록(204)으로 구성된다.

상기 언로딩로봇(210)은 상기 로딩로봇(201)과 구성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한다. 상기 로딩로봇(201)과 언로딩로봇

(210)은 LM가이드(120)의 일측에 결합되어 Y측방향으로 개인휴대통신기(1)를 이동시킬 수 있다.

상기 제1컨베이어(310)는 상기 로딩로봇(201)에 의해 안착된 개인휴대통신기(1)를 소정방향으로 이송시킬 수 있는 벨트

(311)와, 상기 벨트(311)를 구동시킬 수 있는 구동모터(312) 및 상기 벨트(311)에 의해 이송되는 개인 휴대 통신기(1)를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 샤프트(313)로 구성되며, 가이드 샤프트(313)는 개인휴대통신기(1)의 크기에 따라 폭 조절 가능하

다.

상기 제2컨베이어(320)는 양품 판정된 개인휴대통신기(1)를 다음 공정으로 이송시킨다. 상기 제3컨베이어(330)는 불량품

판정된 개인휴대통신기(1)를 제4컨베이어(340)의 상부로 이송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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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컨베이어(320)의 일측에 설치된 셔틀(400)은 양품판정된 개인휴대통신기(1)를 안착시킬 수 있는 안착부(410)와,

상기 안착부(410)를 안내하는 가이드레일(420)과, 상기 안착부(410)를 이송시킬 수 있는 벨트(430)와, 상기 안착부(410)

에 개인휴대통신기(1)의 유/무를 감지하는 도그센서(440) 및 상기 벨트(430)를 구동시킬 수 있는 구동모터(미도시됨)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셔틀(400)은 안착부(410)와, 가이드레일(420)과, 벨트(430)와, 도그센서(440) 및 구동모터는 복수개가 구비되어 각

기 구동함으로써, 복수개의 개인휴대통신기(1)의 이송시킬 수 있다. 상기 제4컨베이어(340)는 상기 제3컨베이어(330)로

부터 이송되어온 불량품 판정된 개인휴대통신기(1)를 귀환시킨다. 상기 제1컨베이어(310)와 제2컨베이어(320)의 사이에

는, 개인휴대통신기(1)를 테스트 할 수 있는 복수개의 쉴드박스(500)가 설치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쉴드박스(500)는 상부케이스(501)와, 하부케이스(510)로 구성되고, 상기 상부케이스(501)

의 일측에는 노브부(502)가 형성되며, 상기 하부케이스(510)의 일측에는 체결부(520)가 형성된다. 상기 노브부(502)가

체결부(520)에 결합되면 상기 상부케이스(501)와, 하부케이스(510)는 결합되어 그 내부는 밀폐되어 외부공간과 차단된

다.

상기 상부케이스(501)는 상측에 개인휴대통신기(1)가 삽입될 수 있도록 형성된 개구부(503)와, 상기 개구부(503)를 밀폐

시킬 수 있도록 그 일측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된 도어(504) 및 상기 개구부(503)를 개폐시킬 수 있도록 도어(504)를 회전

시키는 공압실린더(505)로 구성된다.

상기 도어(504)의 일측에는 캠팔로우(533)가 형성되고, 상기 공압실린더(505)의 일측에는 캠블록(555)이 형성되며, 타측

에는 공압실린더(505)를 안내할 수 있는 실린더 샤프트(506)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도어(504)의 캠팔로우(533)는 공압실린더(505)의 캠블록(555)에 삽설되어 상기 공압실린더(505)의 구동에 의해 캠

블록(555)이 이동하면 캠블록(555)를 따라 캠팔로우(533)가 이동되어 도어(504)는 개구부(503)를 개폐시킨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테스터(600)는 베이스 플레이트(610)와,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610)의 상부에 설치되어 개인휴

대통신기(1)를 안착시킬 수 있는 지그유닛(620)과, 상기 지그유닛(620)의 일측에 설치되어 개인휴대통신기(1)의 유/무를

판단하는 센서(630)와, 상기 지그유닛(620)의 일측에 설치되어 개인휴대통신기(1)의 일측에 접속되어 테스트하는 제1콘

택유닛(640) 및 상기 지그유닛(620)의 타측에 설치되어 개인휴대통신기(1)의 타측에 접속되어 테스트하는 제2콘택유닛

(650)으로 구성된다.

상기 제1콘택유닛(640)은 개인휴대통신기(1)의 타측에 접속되어 전원을 인가할 수 있는 잭(641)과, 상기 잭(641)을 전/후

진 구동시킬 수 있는 제1콘택 실린더(642)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제2콘택유닛(650)은, 개인휴대통신기(1)의 타측에 접속

되어 전원을 인가할 수 있는 잭(651)과, 상기 잭(651)을 전/후진 구동시킬 수 있는 제2콘택 실린더(652)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종래 기술은 개인휴대통신기의 하단에 설치된 통신 및 전원 잭에 대한 시험은 가능하지만, 개인휴대통

신기의 상단이나 측단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잭에 대해서는 자동 시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 개인휴대통신기의 하단과 양측단 및 상단에 설

치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잭에 대한 시험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 지그 유닛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휴대통신기가 고정되는 고정지그; 상기 고정지그가 장착되는 지그 베이스; 상

기 지그 베이스의 일측단에 설치되어, 상기 고정지그에 고정된 휴대통신기의 일측에 설치된 잭에 대한 시험을 위한 제 1플

러그가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팩 유닛; 상기 휴대통신기의 타측 및 양측단에 설치된 잭에 대한 시험을 위한 적어도 1종

의 플러그를 이동 가능하게 해 주는 적어도 1종의 플러그 지그; 및 상기 지그 베이스의 타측단에 설치되어, 상기 고정지그

에 설치된 적어도 1종의 플러그 지그의 적어도 1종의 플러그를 상기 휴대통신기에 설치된 각 잭에 탈착시켜 주는 액츄에

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 지그 유닛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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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플러그 지그는 휴대통신기의 잭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상기 플러그가 왕복 이동 가능하게 가이드 해 주는 가이드 수단

을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액츄에이터는 상기 플러그 지그에 설치된 적어도 1종의 플러그를 적어도 어느 한 방향으로 왕복 이동시켜 주는 이동

수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이동 수단은 상기 휴대통신기의 길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제 1이동수단과, 상기 휴대통신기의 양

측단 위치에서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적어도 1개의 제 2이동수단으로 구성된다.

상기 제 1이동수단 및 제 2이동수단은 각 이동수단의 이동방향으로 왕복이동하는 각 LM 가이드와, 상기 각 LM 가이드에

각각 연결된 랙 기어와, 상기 각 랙 기어를 이동시켜 주는 피니언 기어와, 상기 피니언 기어를 회전시켜 주는 구동 실린더

로 구성된다.

(실시예)

이하에 상기한 본 발명에 따른 테스트 지그 유닛을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된 첨부 도면을 참고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

다.

본 발명에 따른 테스트 지그 유닛은 휴대단말기의 하단과 양측단 및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잭을 통하여 휴대단말기의 성능

을 시험하기 위해 상기 잭에 시험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플러그를 자동으로 탈착시켜 주는 로봇이다.

본 발명에 따른 테스트 지그 유닛은 도 5 및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형태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휴대통신기

(850~852)가 고정되는 다수의 고정지그(970, 980, 990); 상기 다수의 고정지그(970, 980, 990) 중 어느 하나가 장착되는

지그 베이스(800); 상기 지그 베이스(800)의 일측단에 설치되어 상기 고정지그(970, 980, 990)에 고정된 휴대통신기

(850~852)의 하단에 설치된 잭에 대한 시험을 위한 하단 플러그(710)가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팩 유닛(700); 상기 휴대

통신기(850~852)의 상단 및 양측단에 각각 설치된 잭에 대한 시험을 위한 좌우측 플러그(997, 977) 및 상단 플러그(987)

를 각각 이동 가능하게 해 주는 좌우측 플러그 지그(995, 975) 및 상단 플러그 지그(985); 및 상기 지그 베이스(800)의 타

측단 즉, 상기 팩 유닛(700)의 반대편에 설치되어, 상기 고정지그(970, 980, 990)에 설치된 좌우측 플러그 지그(995, 975)

및 상단 플러그 지그(985)를 상기 휴대통신기(850~852)에 설치된 각 잭에 탈착시켜 주는 액츄에이터(900)로 구성된다.

상기 고정지그(970)는 우측 일측에 우측 플러그(977)이 설치된 휴대 통신기(850)에 적합하게 구성되고, 상기 고정지그

(980)는 상단 일측에 상단 플러그(987)이 설치된 휴대 통신기(851)에 적합하게 구성되며, 상기 고정지그(990)는 좌측 일

측에 좌측 플러그(997)가 설치된 휴대 통신기(852)에 적합하게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좌우측 플러그 지그(995, 975) 및 상단 플러그 지그(985)는 도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휴대통신기

(850~852)의 잭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상기 좌우측 플러그(997, 977) 및 상단 플러그(987)를 직선 방향으로 왕복 이동시

켜 가이드해 주는 레일 구조로 이루어진다.

상기 액츄에이터(900)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각 좌우측 플러그 지그(995, 975) 및 상단 플러그 지그(985)에 설

치된 각 좌우측 플러그(997, 977) 및 상단 플러그(987)를 좌우 방향 또는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기 위해 제1이동수단,

제2이동수단 및 구동 실린더(940)로 구성된다. 여기서 수직 방향은 좌우 방향에 대하여 수직인 방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기 액츄에이터(900)의 제1이동수단은 지그 베이스(800)의 타측에 설치되는 베이스(910)의 상부면의 양단에 좌

우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LM 가이드 1(920) 및 LM 가이드 2(930)와, 상기 LM 가이드 1 및 2(910, 920)에 각각

장착된 홀더 베이스 1 및 2(952, 954)와, 상기 홀더 베이스 1 및 2(952, 954)에 각각 장착되어 상기 좌우측 플러그 지그

(995, 975)가 결합되는 홀더 1 및 2(962, 964)와, 상기 홀더 베이스 1 및 2(952, 954)의 일단에 그 양단이 결합되어 피니

언 기어(942)에 결합되어 좌우 방향으로 이동하는 랙 1(946)로 구성된다.

또한, 액츄에이터(900)의 제2이동수단은 상기 LM 가이드 1 및 2(910, 920) 사이에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LM 가이드 3

(958)과, 상기 LM 가이드 3(958)에 장착되는 홀더 베이스 3(956)과, 상기 홀더 베이스 3(956)에 장착되어 상기 상단 플러

그 지그(985)가 결합되는 홀더 3(966)과, 상기 홀더 베이스 3(956)의 일측에 설치되는 랙 2(944)로 구성되며, 상기 구동

실린더(940)는 회전축에 상기 피니언 기어(942)가 결합되어 회전되며, 상기 피니언 기어(942)는 상기 랙 1(946)과 랙 2

(944)와 결합되어 상기 랙 1(946)을 좌우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상기 랙 2(944)를 수직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상기 LM

가이드 1 및 2(910, 920) 사이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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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홀더 1 및 2(962,964)에는 좌우측 플러그 지그(995, 975)의 폭에 따라 적절히 파지할 수 있도록 그 일측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폭 조절나사(963,963)(965,965)가 각기 설치된다. 그리고, 상기 홀더 3(966)에도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일

측에 한개의 폭 조절나사(967)이 설치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테스트 지그 유닛은 도 8 및 도 9와 같이 2가지의 상태로 동작한다.

도 8은 고정지그(970, 980, 990)에 휴대통신기(850~852)를 장착하여 지그 베이스(800)에 설치한 후에, 휴대통신기

(850~852)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잭에 대하여 상단 플러그(987)를 장착시키기 위한 동작으로, 도 8의 (A)와 같이, 홀더

3(966)에 상단 플러그 지그(985)를 연결한 후에, 구동 실린더(940)를 구동시켜서 상기 랙 2(944)를 소정방향으로 이동시

켜서 휴대통신기(850~852)의 상단에 설치된 잭에 상기 상단 플러그(987)를 장착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잭이 상단 플

러그(987)에 장착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상기 휴대통신기(850~852)의 테스트가 완료되면, 이와 반대로 랙 2(944)를 동작시키게 되면 상기 상단 플러그

(987)가 탈착하게 된다.

또한, 도 8의 (B)와 같이 좌우측 플러그 지그(995, 975)의 경우에도 상기와 유사하게 랙 1(946)를 소정방향으로 이동시키

고 휴대통신기(850~852)의 좌우측에 설치된 잭에 좌우측 플러그 지그(995, 975)를 연결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

가 완료된 후에는 랙 1(946)을 상기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 좌우측 플러그(997, 977)로부터 잭을 해제하게 된다.

도 9는 고정지그(970, 980, 990)에 휴대통신기(850~852)를 장착하여 지그 베이스(800)에 설치한 후에, 휴대통신기

(850~852)의 양측단에 설치되어 있는 잭에 대하여 좌우측 플러그(997, 977)를 장착시키기 위한 동작으로, 도 9의 (A)와

같이, 홀더 1(966)이나 홀더 2(964)에 좌우측 플러그 지그(995, 975)를 연결한 후에, 구동 실린더(940)를 구동시켜서 상

기 랙 2(946)를 왕복시켜서 휴대통신기(850~852)의 좌우측에 설치된 잭에 상기 좌우측 플러그(997, 977)를 장착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잭이 좌우측 플러그(997, 977)에 장착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상기 테스트가 완료되면 랙 1(946)을 반대 방향으로 동작시켜 좌우측 플러그(997, 977)로부터 잭을 해제하게 된다.

이때, 도 9의 (B)와 같이 상단 플러그 지그(985)의 경우에도 랙 2(944)를 소정방향으로 이동시키고 휴대통신기

(850~852)의 상측에 설치된 잭에 상단 플러그 지그(985)를 연결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랙 2

(944)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 상단 플러그 지그(985)로부터 잭을 해제하게 된다.

상기 좌우측 플러그(997, 977)은 휴대통신기(850~852)의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잭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상기

휴대통신기(850~852)의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잭은 MP3(Motion Picture experts group layer-3) 플레이어의 출력

단자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휴대통신기(850~852)의 좌우측 잭에 대한 테스트는 MP3 플레이어 기능을

갖는 휴대통신기(850~852)의 MP3 플레이어 출력단자에 대한 테스트를 의미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은 각종 휴대통신기(850~852)의 종류에 상관없이 상기 여러 종류의 휴대통신기

(850~852)를 고정시켜 주는 다수의 고정지그(970, 980, 990) 중에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휴대통신기에 맞는 고정지그를

선택하여 지그 베이스(800)에 장착하고, 휴대통신기(850~852)의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잭 즉, 이어폰 잭에 테스트를

위하여 결합되는 상기 좌우측 플러그(997,977)를 구동시키기 위한 액튜에이터(900)의 교체 없이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액츄에이터(900)는 좌우전후 방향에 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통신기의 잭 위치가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도 초기에 한번의 위치 설정만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시험 대상의 폭이 매우 넓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은 휴대통신기의 좌우측과 상단 및 하단에 설치된 다수의 잭에 대하여 자동으로 시험장

치와 연결된 각종 플러그를 자동으로 탈착시켜 휴대통신기의 성능을 용이하게 시험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어폰 잭을 테스

트하기 위해 결합되는 좌우측 플러그를 구동시키는 액튜에이터의 교체 없이 휴대통신기를 고정시키는 고정수단만을 교체

시킨 후 휴대통신기의 이어폰 잭을 테스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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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는 본 발명을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경과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쉴드 테스트 지그 유닛 시스템의 사시도.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쉴드 테스트 지그 유닛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 사시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쉴드 테스트 지그 유닛 시스템에 설치되는 쉴드박스의 사시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쉴드박스의 내부에 설치되는 테스터의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테스트 지그 유닛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테스트 지그 유닛에서 액츄에이터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테스트 지그 유닛에서 지그 베이스에 장착되는 각종 고정지그의 종류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도 8 및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테스트 지그 유닛에서 액튜에이터의 동작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700 : 팩 유닛 800 : 지그 베이스

900 : 액츄에이터 970, 980, 990 : 고정지그

975, 995 :우측 및 좌측 플러그 지그 985 : 상단 플러그 지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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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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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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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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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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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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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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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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