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erlock Automated Design Analysis™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저장장치제조사의 SSD장치 의 솔더 신뢰성을 정확히 예측하여 검증테스트 

비용을 줄이고 , 개발과 검증프로세스를 단축하였다. 

고객은 제품개발테스트 비용을 년간 2.5백만불을 줄이고, 시장출시시간을 단축하고, 

매출을 향상하게 되었고 고급의 엔지니어링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다. 

 

2013년 초 DfR 고객 사 하나가 Sherlock 의 솔더 신뢰성분석을 기존 물리적 테스트 계획과 

병행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고객은 Sherlock 으로 솔더 피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어떤 테스트들은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실제로 고급 엔지니어링 시간이나 

설계 사이클시간을 줄이게 되어 신뢰성 테스트 비용을 줄이고 시장출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Sherlock을 적용하기 전에는, 이 고객은 솔더피로를 평가하기 위해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PCB 에 대한 1500 열사이클(Thermal Cycle)을 실행했다.  이에 더하여 1 주간의 HALT 챔버 

테스팅도 수행했다. 각 테스트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챔버 시간(Chamber time) 

 고급 엔지니어 시간(Senior Engineer time) 

 초급 엔지니어 시간(Junior Engineer time) 

 샘플 비용(Sample Costs) 

  

그 고객은 챔버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가용 수명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사례연구의 목적상, 그 수명기간은 10 년으로 가정하였고 동일한 챔버를 외주 처리하는 

비용은 $500/일 1로 가정한다.  고급 엔지니어링 시간은 $88.90/hr.2  로 가정한다. 초급 

엔지니어링 시간은$50.80/hr.3로 가정한다. 

                                            
1
 3 개의 미국 테스팅랩 설문 조사시 챔버 시간 비용은 하루당 $500-$1,000  

2 년봉 $140,000 및 27% 부가 비용 

3 년봉 $80,000 과 27% 부가 비용 



 

                                                                  

 

 

솔더 피로검증 시간은 16시간의 고급엔지니어링 시간과 53시간의 초급엔지니어링시간, 

그리고 60일의 챔버시간4을 요구한다.  450 개의 샘플이 각 테스트에 사용되고 각 샘플당 

가격은 $500불5이 든다  

 

Sherlock Automated Design Analysis™ 소프트웨어 

 

고객의 신뢰성 그룹은 내주 설계팀들로부터 ODB++파일을 받는다.  이 파일들은 

Sherlock 으로 업로드된다. Sherlock 은 미리 준비된 내장 라이브러리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ECAD로 부터의 정보를 사용한다.  이 데이터로는 파트 사양, 패키지 크기 및 

재료, 라미네이트 속성, 그리고 솔더 열화 파라메터들이다. 일단 얻어진 모든 입력값들이 

고객의 시니어 기술자에 의해 검증되고 나면, 열 사이클 테스트 환경이 정의된다.  이 

안에는 온도상승률(Ramp Rate), 유지시간(Dwell Time), 사이클 수(Number of Cycle), 

부품온도(Component Temperatures)인데 이들은 열 시뮬레이션이나 열 측정을 통해 얻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열 사이클링분석이 실행되고 사용자는 Sherlock에 의해 예측된 고장 

확률을 결정한다.  만일 열 사이클 동안 고장확률이 너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고객은 

부품을 옮기거나 변경하기도 하고 라미네이트 재질을 바꾸는 다양한 What-if 분석을 

수행하고 그 효과를 빠르게 분석한다.   

 

12 개월넘게 Sherlock 을 사용하게 되면서 고객은 각 PCB 설계마다 적어도 1 번이상의 

물리적 테스트 사이클 전체를 제거할 수 있었다.  전형적인 사업연도에 고객은 보통 

10 건의 PCB 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적어도 10 회의 테스트 사이클을 절약하여 

결과적으로는 년간 $2,511,148을 절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고객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Sherlock 수행 전에 10 개월이 걸렸던 

PCB 설계사이클이 평균 8 개월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얻어진 2 개월은 

시정출시 시간을 2개월을 줄일 수 있게 되어 회사의 2013년 판매수량 64백만개의 SDD와 

플래시 드라이브에 기초한 년간 수량판매를 10.6백만대 증가할 수 있게 하였다.     

                                            
4
  고객제공 자료 

5
 고객제공자료 

          



 

                                                                  

 

 

 

비용분류 

전문가 인건비 수량 단위 

원가/단

위 

부가원

가 총 직접원가 총원가/테스트 

시니어 엔지니어, 

셋업 16 시간 $70  27% $88.90  $1,422.40  

초급엔지니어, 

모니터링 53 시간 $40  27% $50.80  $2,692.40  

장비 및 소모품 

      챔버 60 일 $200  
 

$200.00  $12,000.00  

HALT 챔버 1 주 $10,000  
 

$10,000.00  $10,000.00  

샘플 450 대 $500  
 

$225,000.00  $225,000.00  

소계 

테스트당 

원가 $251,114.80  

합계 총 절약금액 $2,511,14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