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와 혁신 

커피숍이나 지하철에서 자유롭게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연결하여 노트북 PC나 핸드폰을 충전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공짜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만큼 전기는 공기처

럼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 있다. 물론 전기 인프라가 부

족한 저개발국가에서는 하나의 특혜로 여길법한 일이지만 

발전된 현대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일상이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전기

의 형태로 구동(예, 이전에는 가솔린차가 지금은 하이브

리드카나 전기차로 전환 중)되어야 한다는 인류적 과제

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사회적, 경

제적 요구는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변환하고, 전달

하고, 사용하는 모든 산업적 에코시스템(Ecosystem)을 

재편하고 있다. 단편적으로는 전기공급사업자(Utility)를 

SmartGrid Network 사업자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가 매

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사물인터넷(IoT) 기기라고 부르는 수많은 전자기기들은 

서로 통신함으로써 현재 스마트폰 대수(70억 명이 한 대

씩이라고 가정한 수)의 전자기기 수를 수십 또는 수백 배

로 넓히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단

순히 전기(Electricity or Power)라는 동력의 원천을, 전

자(Electronics: Hardware)와 지능(Computer Software

로 대표)이 결합된 기본 구조로 만들어 작동되는 것이다. 

이러한 객체는 가격, 설계, 성능, 응용 환경, 사용자 대

상 및 용도 등의 다양한 이차적인 분류나 목적에 맞추어진 

형태로 사회적인 기본 단위를 이루고 우리 인류문명의 빌

딩 블록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범용적 측면이 

하나의 관심사라면, 이 전기전력 기기가 더 높은 신뢰성과 

보안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관심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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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력 하드웨어의 신뢰성 예측과 보장 (상)

고객의 정확한 사용 환경과 그에 따른 영향을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축적하고 가치화함으로써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전기전자 하드웨어의 신뢰성 문제와 이슈는 Sherlock ADA™의 차별적 기능인 고장 메커니즘을 적용해 해결할 수 있다.

글｜�권 형 안�대표<hakwon@ex1337.com>,�㈜엑슬리트엣지



예를 들면 전기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전기가 떨어질 

걱정 없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핸

드폰을 사우나 안에 들고 들어가서 수분과 온도가 높은 곳

에서도 몇 시간씩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늘을 날아다

니는 드론(무인비행체)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기 않아야 

하고, 손목에 차고 있는 애플워치가 손목에 전기적 충격을 

발생하거나 알레르기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또 신호등에 

부착된 센서의 오작동으로 교통에 혼선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현재 전기전력 기기가 필수불가결한 도구가 되기는 했지

만, 인간의 이러한 도구에 대한 광범위한 과도 의존은 그

에 상응하는 위기관리와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

전력 기기의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경제적 논리에 

의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이런 한 방향만의 무조건적인 진행은 필연적으

로 그 정도나 심각도에 비례해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잠재

적 위험으로 남아 있게 된다. 즉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균

형 있게 바라보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통찰을 전제로 전기전력 기기의 혁신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

구와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높은 온도환경

이나 진동, 쇼크, 반복된 열 사이클링, 높은 전류와 열전

달 요구, 다양하고 새로운 재질의 도입 등 더 열악한 환

경에서 견딜 수 있는 전력 모듈을 개발해야 하는 전문가

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면 30년 수명을 요구하는 

IGBT(그림 1), 20년 수명을 요구하는 자동차 파워 모듈, 

25년 이상을 운영해야 하는 솔라 파워 인버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곳에서 사용되는 각종 전기전자 모듈 속에

서는 열기계적 피로에 의한 고장, 본드와이어 피로 고장, 

다이 접합 피로 고장, 솔더 피로 고장, 장치 내 발화, 전력 

저하, 구조적 무결성 파괴 등 아주 다양한 고장 메커니즘

이 나타난다.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의 사회적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테슬라모터스라는 한 기업의 예를 들어보자.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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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GBT 신뢰성 검증 테스트-환경요건

Qualification Test Test Method Test Conditions Qualificat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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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e�Cycling CENELEC

ΔT�case�=�80℃
T�=�45°�to�125℃

cycle�time�6�to�10�mins

20,000�Cycles�for�MMC�
base�plate

5000�cycles�for�copper�
base�plate

Thermal�shock IEC60068-2-14
-40°�to�+125℃

2�Hrs�at�each�extreme.
Transfer�time=30s

100�Cycles

Vibration IEC60068-2-6
F�=�55�to�500Hz
Acceleration=10g

6�hours
2�hrs�in�each�of�3�
mutually�axes

Mechanical�Shock IEC60068-2-27 20g/20msec/half�sine
30�shocks

10�in�each�of�3�axes

Low�Temp�Storage Dynex Ta�=�-40℃ 168�hours

High�Temp�Storage Dynex Ta�=�125℃ 168�hours

Humidity IEC60749-5

Tj�=�85℃
RH�=�85%
Vce�=�80V
Vge�=�0V

1000�hours



의 가솔린차가 대부분 기계적 모듈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제 전기차는 그 자리를 머지않아 많이 대체할 것으로 예

상된다. 전기의 공급, 변환, 저장, 사용, 그리고 각종 편의 

정보기기(예, 내비게이션 등 자율주행차로 대변되는 각종 

자동화 장치가 자동차의 필수 구성품이 되어감)를 통합하

면 약 70%에 이르는 모듈이 전기전자적 장치로 이루어지

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재료, 전자, 소

프트웨어 등을 다루어야 하는 공급자들은 소비자의 요구

를 공급자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기업들은 제품 설계를 마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테스트한 후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다시 만들어 테스트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전기전

자기기 포함)을 개선해왔다. 그 동안은 미국 국방성에서처

럼 각 부품의 신뢰성 데이터와 마진(margin)을 기준으로 

제품을 평가하고 신뢰성과 수명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

나 빠르게 변화하는 차세대 전기전자기기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법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이 많

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에 소개되는 신기술과 신 모델, 

더 빨라진 제품 수명 주기, 글로벌 경쟁구조에도 대응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냉엄한 생존 현실이 되었다.

현실은 이제 정적이고 수동적인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전기전자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만 한다. 그런 이유에서 전기전자기기의 신뢰성(고객 관

점에서 사용 수명 기간 동안 정해진 목표의 기능과 성능

을 차질 없이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정

의)도 이제는 기계나 건축구조물처럼 

물리적인 시각과 방법으로도 다뤄야만 

한다. 이 물리적 접근법은 새로운 시도

는 아니며 이미 50년 전부터 미 국방성

이나 NASA, 신뢰성연구센터, 대학교 

등에서 광범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정립되고 검증돼 왔다. 

다양한 물리적 부하(예 열, 진동 등)

에 잠시 또는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일정한 고장 유형으로 진행되는 고장 

메커니즘의 이해와 수많은 연구를 통

해 고장 메커니즘의 정형화(예 물리방

정식)가 가능해지면서, 이 과학적인 접

근법은 전력 모듈은 물론, 자동차나 항공기와 같은 상용 

제품에도 활용되게 되었다. 다만 복잡한 부하 환경에 동

시에 적용되는 경우에서처럼 아직까지는 고장 메커니즘이 

충분하고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영역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PoF 상용 도구

최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CAD)와 해석(CAE) 도

구나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

안 전문가들만의 연구 영역으로 남아있던 신뢰성 예측 분

야에서도 PoF(Physics of Failure, 고장물리학) 도구라는 

이름으로 상업적인 솔루션이 출현하게 되었고, Sherlock 

ADA™은 이 분야 최초의 상용 제품이다. 이 솔루션을 이

용한 수명예측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장 메커니즘

의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장이 어

떻게 발생하고 전파되며 궁극적으로 어떤 결함으로 나타

나는지를 예측하는 과학적 방법이다(그림 2).

그러면 이런 고장물리적 방법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점

점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전기전자기기에 사

용되는 반도체는 더 미세해짐에 따라 작은 충격이나 열에

도 더 쉽게 영향을 받고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고객에게 인도한 후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제기된 고객 불만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고 상품화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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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herlock ADA™ 방법론 <출처 : DfR Solutions>

·  Starts With Understanding The Failure Mechanisms 
Your Product's Technology To and

·  How It Will Be Exposed To The Stresses That 
Initiate and Propagate These Failure Mechanisms



이상 달라진 경쟁 환경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

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예, 전기전자 제품의 

설계 시점부터 가상 물리 모델로 다양한 사용조건과 시

나리오를 가정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뢰성 시뮬레이션

을 실행해본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전 수명주기를 통

해 나타나는 다양한 고장을 모니터링 하고 피드백 받아 

구성된 물리 모델을 정교화하는 과학적 프로세스를 체계

적으로 운영한다.)을 고안해야 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기

업이나 글로벌 기업이 되려는 국내 기업에게 꼭 필요하

게 되었다. 

수명예측을 통한 신뢰성 보장 

그러면 전기전자기기의 신뢰성 예측과 보장 도구인 

Sherlock ADA™이 전력 모듈의 수명 사이클 전반에 걸쳐 

어떻게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전기전자 

하드웨어의 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알아

보자(그림 3).

Sherlock ADA™의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제품의 전 수

명주기에 걸쳐 각 단계별, 용도별로 물리적 지식과 접근법

을 활용하면 어떻게 데이터 기반의 전통적 접근방법을 보

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1) 신제품 또는 선행 개발 전기전자 하드웨어의 신뢰성 

보증을 위한 Sherlock ADA™과 고장 물리 지식의 활용

새로운 부품이나 신기술이 적용된 전기전자기기의 경우

에 실제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된 이력이 거의 없기 때문

에, 판매된 제품이 고객 손에 인도되고 난 후 신뢰성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물론 이전에 비슷한 제품이 판매되었고 품질 및 고장 

이력이 잘 관리됐다면, 이 데이터를 참고하여 제품을 만들

어 테스트해 보면 어느 정도 신뢰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

러나 신뢰성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없는 신기술, 신제품이

라면 얘기는 다르다. 그리고 전통적인 D-B-T-F(설계-

제작-테스트-해결) 신뢰성 향상 방법론이나 다른 경험 많

은 엔지니어의 전문성에 의존해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환경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하면(그림 4), 이는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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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동차 E/E 하드웨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목적과 가치



Sherlock ADA™은 이러한 신뢰성 문제를 설계 단계부

터 철저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도구는 전기전자 하

드웨어 설계(보통 거버 파일 또는 다른 표준 포맷)를 기

준으로 제품에 대한 물리적인 속성(크기, 무게, 재질 속

성 등)을 특성화해 가상의 물리 모델을 만든다. 이후 제품 

신뢰성 목표와 사용환경을 정의해 다양한 부하 상황에 대

한 취약성이 어디에 존재하고, 어떤 신뢰성 수명곡선을 나

타내는지를 시뮬레이션 한다. Sherlock ADA™은 전기전

자 하드웨어를 물리적(구조, 재료, 화학, 수학 등)이고 과

학적인 자료와 근거에 따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함으로

써 고장 메커니즘이라는 근본원인에 집중된 신뢰성 분석

을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과학적인 

기법들은 유한요소분석(FEA), 고장 

메커니즘에 대한 공식/실험/자료 활

용(그림 5), 3D 시각화 소프트웨어 

기술 적용, 패키지 표준과 PCB 재

질의 특성 라이브러리, 기존 전자제

품 설계 도구들과의 전자적 연결(거

버 또는 ODB++) 등을 들 수 있다. 

2) HALT 테스트 효율과 적합성 

개선을 위한 Sherlock ADA™ 과 고

장 물리 지식의 활용

HALT(초 가속 수명 테스트)는 설

계 약점을 빠르게 노출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더 높은 스트레스를 적

용함으로써 제품의 작동 마진을 향

상시키고 더 높은 신뢰도를 달성하

기 위해 시행한다. 보통은 제품을 

진동과 열 사이클링에 동시에 노출

시키는 것으로 테스트 과정에서 제

품 고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목

표이며, 보통은 수 주 내에 테스트

가 끝난다. 이 테스트는 제품 수명

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지만(즉 가

속계수를 알지 못함) 이미 신뢰성

이 알려진 이전 버전 제품들과 하나

하나 비교해 볼 수 있다면 매우 유

익한 테스트다. HALT 테스트의 장점은 ▶제품 도입 초

기에 잘 발견되지 않는 결점을 노출시키고 ▶디자인 마진

을 발견하여 개선하며 ▶전반적인 개발시간과 비용을 줄

이고 ▶HASS(Highly Accelerated Stress Screening) 

또는 ESS(Environment Stress Screening)를 개발하

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합격/불합격” 테스트는 아니

다. HALT가 가치를 가지려면 유효한 근본 원인 분석

(Root-Cause Analysis)이 테스트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Sherlock ADA™을 HALT 또는 HASS 테스트와 결합하

면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품

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예측과 실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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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뢰성 문제로 인한 자동차(G사) 경제적 부담 <출처 : Warranty Week>

[그림 5] 도금 두께가 PTH(도금 스루홀)에 미치는 영향 <출처 : Exleet>



를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관찰 결과

를 비교해 봄으로써 테스트 절차

가 효과적이거나 적합한지 알 수 

있다. 또한 HALT 테스트를 수행

하기 전에 미리 주된 디자인 결함

을 배제시킴으로써 HALT에 들어

가는 테스트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명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부품이 무

엇인지를 Sherlock ADA™ 설계 

모델링 시뮬레이션의 가상 가속

도계(Accelerometer) 기능을 통

해 미리 확인했다면(그림 6), 실제 

HALT 테스트에 가속도계를 해당 

부품에 달아 테스트 실행 시 발생

한 영향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TS/PTC 테스트 결과 특성화

와 신뢰성 개선을 위한 Sherlock 

ADA™과 고장 물리 지식의 활용

열충격(Thermal Shock)과 열

사이클링(Power Temperature 

Cycle) 테스트는 제품의 개발 초기

에 샘플이 준비되고 나면 제품 신

뢰성을 테스트해 보는 주요 과정이

다. 이를 통해 제품이 어떤 열적 영

향을 받고 어떤 반응 특성을 나타

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통은 현

장 신뢰성 보증을 위해 제품 수명 

기간을 초과하기에 충분하도록 사

이클 타임을 설정하게 되고, 전 수명주기 동안 받게 될 다

양한 부하 요인들을 제품이 잘 견뎌 낼 수 있는지를 테스

트해 보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설계 

시 계획한 목표 사양 대비 실제 물리적 샘플의 테스트 결

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

이다. 그리고 열충격과 열사이클링을 테스트할 수 있는 챔

버 복합 환경 조건에서 샘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기

록하고 분석한다.

이때 실제 PTC/TS을 수행하는 과정을 분석해 얻은 특

성화 자료에 기초해 이 제품의 신뢰성이 전 수명주기 동안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측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테스트를 통한 샘플의 물리적 반응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제품이 판매된 후 현장에서의 신뢰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면,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Sherlock AD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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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명예측 방법 도식 <출처 : DfR Solutions>

[그림 6] 가속도계 반응 시뮬레이션 예측 <출처 : DfR Solutions>



이런 목적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데, 테스트와 현장 간

의 상관관계를 맺어주고 미래의 신뢰성에 대한 바로미터

를 제공할 수 있다(그림 7). 또한 물리 모델과 시뮬레이션 

제품 PTC/TS 특성화와 결합해 활용함으로써 개발 검증 

기간이나 실제 테스트 수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보

다 훨씬 빠르게 시장 출시를 할 수 있고 인력과 테스트 장

비의 효율을 높여 생산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TS/PTC 테스트는 보통 진동시험이나 습도시험 등과 연

계해 순서대로 시행하여 복합 환경 부하를 거치는 동안 제

품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열적인 영향

을 많이 받는 전력 모듈 전기전자 하드웨어에서는 필수 테

스트다. 보통 정확한 결

과와 효과적인 테스트

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대류성, 전도성, 방사성 

열 메커니즘에 대한 이

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테스트 진행을 

위해 열전대 부착 위치

나 테스트 장비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

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지식에 근거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고, 특성화된 결과 값

을 고장 메커니즘과 결

합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신뢰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그림 8). 만일 특성

화 방법과 관련 열지식

이 없고 고장 메커니즘

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신제

품이 총 수명 사이클에 

준하는 테스트를 거치더

라도(가속계수가 없기에 

리스크를 가지고 근사치

를 활용할 수밖에 없음) 현장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기 어

렵다.  

데이터에 기초한 신뢰성 확보는 현장 고장 피드백/데이

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따

라서 전과 달리 현장 상황을 설계나 테스트 결과와 비교

하고 상관관계를 적어도 근사치로라도 살펴봐야 하는 방

법론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Sherlock ADA™이 활용

하고 있는 물리적 지식(PoF)을 적용한 SAT(Simulation 

Assisted Test) 방법론이다. 이미 선진 글로벌 기업은 새

로운 신뢰성 예측 및 보장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적용분

야도 전기전력, 자동차, 항공, 국방, 철도 등으로 점차 확

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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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열충격 테스트 및 특성화 예 <출처 : DfR Solutions>

열충격 프로파일 

열반응 특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