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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테스트 장비-아드반테스트 T2000 IPS 시스템고성능 MLC컨트롤러-리뷰안 리뷰안880K SSD

IoT 보안 솔루션-엑스엔시스템즈 네오박스 IoT 시리즈

통합화된전력관리칩정확하고빠르게테스트
아드반테스트(대표 구로에 신이치로)가 선보

인 T2000 IPS(Integrated Power device test S

olution)시스템은전력관리칩전문반도체테스

트장비다 2016년상반기인기상품품질우수제

품에선정됐다 고객사로부터호평을받은그장

비다

전력관리칩업계최근트렌드는 통합이다 스

마트폰을예로들면과거에는배터리충전 카메

라플래시용발광다이오드(LED)등여러개의전

력관리칩이 중앙 인쇄회로기판(PCB)에 실장됐

었다 그러나최근에는이들기능을하나로합친

전력관리칩이 출시되고 있다 개별 칩이 하나로

통합되면 최종 시스템 설계 유연성이 높아지고

원가도낮추는것이가능하다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다 전자식 기능 제어

장치가 늘어나면서 ABS 파워스티어링 각종 센

서 등 관련된 전력관리칩 출하 성장세가 가파르

다최근화두가되고있는사물인터넷(IoT) 영역

에서도무선데이터송수신 데이터저장등전력

관리 소자를 하나의 칩에 집적하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있다

문제는테스트다 이처럼칩복잡성이증가하

면테스트난이도는높아지고시간역시길어진

다

아드반테스트는통합화가이뤄지고있는반도

체소자의기술적진보에발맞춰연구개발(R&D)

을지속해왔다 그결과여러기능의반도체소자

를유연하게시험 측정할수있는T2000 시리즈

테스터를 출시했다 특히 전력관리 소자를 전문

적으로시험측정할수있는T2000 IPS를출시함

으로써관련시장에서점유율을높여가고있다

아드반테스트 T2000 IPS는 통합화된 전력관

리칩을 정확하고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다 T

2000 IPS 시스템의 강점은 테스트 시간을 줄여

개발부터양산까지소요시간을최소화한다는것

이다

또양산진행시최대양산효율성확보간단한

모듈 추가만으로 다양한 테스트 기능을 구현할

수있는것도장점이다

T2000 IPS의특징적인기능은병렬테스트기

능이다 통상적으로반도체테스트과정은 순차

방식이다 T2000 IPS의 커런트

테스트 펑션 기술은 각기 다른

칩의기능을블록화해동시테스

트가 가능한 구조다 이를 통해

테스트속도를비약적으로높였

다시스템구성에따라16개 32

개 32개 이상의 병렬 테스트가

가능하다 중앙처리장치(CPU)

를 추가해 데이터 처리 연산 시

간을최소화했다

연구개발설비와양산용설비

의 연계성을 극대화해 연구소에

서개발한제품을그대로양산라

인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양산

을위한모듈리소스확대가용이

한덕이다 한번에여러개디바

이스를측정하는것도가능하다

아드반테스트 관계자는 T2000 플랫폼은 유

연한방식으로확장할수있는것이큰특징이라

며 고객이필요로하는기능이있다면관련모듈

만추가하면된다고설명했다

T2000 시리즈의기본운용체계는마이크로소

프트윈도XP혹은윈도7으로사용하기쉬운환경

을 제공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C++이다 인터

페이스 언어는 오픈아키텍처테스트시스템테스

트프로그래밍언어(OPTL)다 통합 환경을 지원

하므로 엔지니어링 비용을 최소화한다 로직 분

석기와 오실로스코프 등 풍부한 테스터 도구가

제공된다

4채널구성D램 버퍼로성능향상

장비하나로VPNIPS 등제공

리뷰안(대표 안현철)이 선보인

고성능멀티레벨셀(MLC)과안정

된컨트롤러의 리뷰안880K 솔리

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상

반기 인기상품 품질 우수 제품으

로선정됐다인텔낸드플래시와S

MI컨트롤러로 큰 인기를 모았던

리뷰안850X최신형제품이다

리뷰안880K SSD는 트리플레

벨셀(TLC) SSD가 많이 출시되는

요즘보기드문MLC타입 SSD신

제품이다 SK하이닉스의 고성능

MLC 낸드플래시가 사용됐고 컨

트롤러로는 2년간 여러 제조사와

SSD로성능과안정성이검증된 S

MI 2246EN가 탑재돼 뛰어난 성

능과안정성을자랑한다

그간 비슷한제품들에비해리뷰안880K가뛰

어난 점은 낸드플래시를 4채널로 구성하고 D램

버퍼를써동급의MLC 제품보다쓰기성능이뛰

어나다는것이다

낸드플래시를 2채널로 구성하거나 D램 버퍼

를넣지않으면원가가낮아지기때문에일부ML

C SSD들이 이 방식을 채택한다 하지만 리뷰안

880K는 전 제품 4채널 구성과 D램 버퍼를 넣어

성능을높였다

또다른MLC SSD들이 10나노미터(㎚)대ML

C 낸드플래시인데 비해 리뷰안880K는 16㎚ 또

는 20㎚공정의MLC낸드플래시를사용해반도

체구조적특성이뛰어나다

특히 20㎚MLC낸드플래시는TLC는물론 10

㎚대의 MLC와 비교해도 월등한 수명과 안정성

을가진것으로알려졌다

리뷰안에 따르면 최근 TLC SSD가 많이 출시

되고 있지만 TLC SSD들은 반도체 구조와 특성

상MLC SSD보다성능이떨어진다

TLC SSD가 벤치마크 수치가 높은 점을 앞세

우는데 이 수치는 싱글레벨셀(SLC)캐싱에 의한

순간가속속도일뿐이라는설명이다일부TLC S

SD는 SLC캐싱 가속을 두고 마치 SLC 낸드플래

시가들어간것처럼잘못알려져있다는점도주

의해야한다고밝혔다

SLC캐싱은 SSD 전체용량에서 일부는 SLC처

럼 500MB/s 수준으로속도가높지만나머지용

량은속도가폭락하고TLC원래속도인100MB/

s 정도가된다

그래서실제 SLC가 들어가는것이아니라 TL

C일부용량을SLC처럼읽고써서그용량만큼만

순간가속된다는것이다

그에 비해 리뷰안880K는 MLC 낸드플래시기

때문에 SSD 전체용량이항상똑같은속도 오래

쓰거나대용량데이터를써도같은속도 450MB/

s를낸다간단한벤치마크로만보면TLC SSD에

비해느린것같지만실제로는 4배가량빠른성능

이라는 설명이다 리뷰안은 일반 사용자들이 이

사실을잘모르고TLC SSD 수치에속는것을경

계해야한다고밝혔다

리뷰안관계자는 이런이유로 TLC SSD가많

은요즘높은성능과뛰어난안정성을갖춘리뷰

안880K를품질우수 SSD로자신있게추천한다

며 이제품은최신컴퓨터신형노트북이아니더

라도설치할수있고 256기준 8만원인리뷰안

880K를 구형 노트북에 SSD로 달아주면 속도가

몇배나빨라질것이라고말했다

8만원이면 노트북을 팔팔하게 만들어주는 리

뷰안880K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했다 제조사인

리뷰안테크는얼마전사명을리뷰안으로변경하

고브랜드회사명을통일했다

리뷰안의 리뷰안880K SSD는 16㎚ 또는 20㎚ 공정의 MLC낸드플래시를

사용해반도체구조적특성이뛰어나다

엑스엔시스템즈(대표 김형정)는 네오박스 Io

T(Neobox IoT)시리즈를필두로사물인터넷(Io

T)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품 라인업을

선보였다

이제는사물과사물이연결되는사물통신(M2

M)IoT시대다이에맞춰다양한통신방식결합

으로이뤄진제품과서비스가나타나고 이 분야

에대한보안위협도증가하는추세다

이런변화때문에M2MIoT 시대보안솔루션

은 사용자 서비스를 이루는 여러가지 구성 요소

가기존보다복잡하고 이때문에다양한통신방

식으로연결된환경을지원할수있어야한다

엑스엔시스템즈 네오박스 IoT 시리즈는 다양

한유무선통신방식을동시에사용할수있는 Io

T 특화제품이다 M2MIoT환경보안위협에효

과적으로대응하는것은물론이고 IoT환경에서

안정적이고원활한네트워크통신을제공한다

네오박스 IoT 시리즈는하나의장비에서가상

사설망(VPN)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다양한네트워크보안기능을제공한다

또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데이터 암호화

통신(HTTPS) 접속차단 우회접속차단 기능을

탑재해보안기능을더욱강화했다 이런모든보

안기능을추가비용없이제공해비용대비높은

고객만족도를자랑하는것이특징이다

엑스엔시스템즈는 시리얼 통신 이더넷 등의

유선환경뿐아니라 IoT환경에서의다양한무선

환경을지원하기위해듀얼LTE5와이파이모

듈을탑재했다

이외에도 방진방습처리 및 다양한 통신포트

를 제공해 별도의 컨버터 없이 편리하고 안정적

인장비연결을지원함으로써다양한산업분야에

서주목받고있다

엑스엔시스템즈는편리하고쉬운장비운영을

위해통합관리시스템인 네오매니저(Neomanag

er) 원격전원제어시스템인 팝콘박스(Popcon

Box) 등다양한연계솔루션을보유하고있다

엑스엔시스템즈 기본 방향은 가상사설망(VP

N) 제품을 기반으로시류에맞는다양한사항을

적용해완성도를높인통합보안제품을창출하는

것이다

엑스엔시스템즈는 네트워크보안이라는 차세

대 먹거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아이디어

와차별화된보안제품편리와재미가있는각종

앱개발등의중장기발전계획도가지고있다

엑스엔시스템즈목표는국내보안솔루션의해

외수출이다 그동안국내보안업계는해외선진

기업을벤치마킹하는수준에머물렀는데엑스엔

시스템즈가 이 틀을 깨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나는 게 목표다 회사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R&

D)에투자를지속하고있다

김형정 엑스엔시스템즈 대표는 지속적인 연

구개발 투자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 요구

를꾸준히반영할것이라며 기존솔루션을개선

하고 신기술을접목해고객중심의차별화한제

품을꾸준히개발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엑스엔시스템즈의 네오박스 IoT시리즈는다양한유무선통신방식을동시에사용할수있는 IoT특화제품이다

아드반테스트T2000 IPS는테스트시간을줄여개발부터양산까지소요시간

을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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