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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lock Automated Design Analysis™ 소프트웨어는 모듈 신뢰성을 정확히 

예측해서 글로벌 자동차 OEM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승인테스트비용을 

낮추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테스트비용으로 $1,384,000 이 넘는 비용과 관련 엔지니어링 

시간을 절약했다.   

2013 년도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중의 하나가 이미 수행중인 테스트 계획에 Sherlock 을 

추가하여 전자모듈분석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제조사는 Sherlock 이 

전원온도사이클링(Power Temperature Cycling, PTC)테스트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테스트중의 일부를 제거하고, 높은 비용의 고급엔지니어 시간을 절약하고, 

결과적으로는 신뢰성테스트비용을 줄이고 시장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제조사는 매 회계연도 반기마다 22 개의 내부(in-house) 승인테스트를 수행했다.  각 

테스트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챔버 시간(Chamber time) 

 고급 기술자 시간(Senior Engineer time) 

 초급 엔지니어 시간(Junior Engineer time) 

 샘플 비용(Sample Costs) 

 전원 장치 비용(Power Equipment Costs) 

이 자동차 제조사는 챔버와 전원장치를 소유하고 있어 그 장비수명에 따라서 비용을 

감가상각하고 있다.  이런 사례연구의 목적으로, 사용수명은 10 년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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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챔버와 전원 장치에 대한 외주비용은 각각 $1,000/일, $2,500/일로 가정했다 1  

고급기술자 시간당 비용은 $88.90/시간2로 가정하였다. 초급 기술자 시간은 $50.80/시간3. 

전원사이클링 승인테스트는 16 시간의 고급기술자시간, 53 시간의 초급 기술자 시간, 

84 일의 챔버 시간을 요구한다. 4  . 각 테스트마다 10 개의 샘플이 사용되었고 한대당 

가격은  $250/대5 이다. 

  

                                                                 

1 3 개의 US 테스팅 랩을 조사해보고 챔버 시간당 비용은 $500/일~$1,000/일, 전원 장치 시간당 비용은  

$1,250/일~$2,500/일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2 $140,000 연봉과 27%의 부가급부(fringe costs) 

3 $80,000 연봉과 27% 부가급부 

4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 

5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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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lock Automated Design Analysis™ 소프트웨어 

이 미국 자동차 제조사 신뢰성 그룹은 내부 디자인 팀들로부터 ODB++ 파일을 받았다. 이 

파일들은 Sherlock 으로 업로드 되었고, Sherlock 은 그 ECAD 파일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내부에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 데이터들로는 파트 

사양서, 패키지 치수와 재료, 라미네이트 속성들, 솔더 기능저하 파라메터들을 포함하였다.   

Sherlock 에 의해 확보된 모든 입력 값들이 이 제조사 기술자에 의해 검증되고 나면, 그 

기술자는 PTC 테스트 환경을 정의했다.  이 내용으로는 상승률(Ramp Rates), 열적 

시뮬레이션이나 열적 측정으로부터 얻어진 부품 온도를 포함하였다.  하나의 열 사이클링 

분석이 수행되고 나면, 엔지니어는 Sherlock 에 의해서 예측된 고장률을 결정했다.   만일 

PTC 동안의 고장률이 너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그 자동차 제조사 신뢰성그룹은 해당 

설계팀과 결과를 리뷰해 보고 다음단계를 결정했다.    

12 개월 기간 동안, Sherlock 은 PTC 동안의 고장률이 미국 자동차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표준을 넘는 설계사안이 총 4 개 발견되었다. 의 경우 4 가지 설계사안을 찾아내었다.  그 

설계안들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4 번의 추가적인 PTC 테스트가 수행에 매 테스트마다 

$346,000 이 지출되어  총 $1,384,000 을 부담했어야 했다.       

구분 수량 단위 비용/단위 부가급부 총 직접비용 총비용/PTC 테스트 

전문가 비용  

고급 기술자 16 시간 $70  27% $88.90  $1,422.40  

초급 기술자 53 시간 $40  27% $50.80  $2,692.40  

장비 및 부대물품 

 챔버 84 일 $1,000 

 

$1,000.00 $84,000.00  

전원 장치 84 일 $2,500  

 

$2,500.00  $210,000.00  

샘플 10 대 $250  

  

$2,500.00  

합계 I 

총 PTC 테스트 

비용(전원공급물품 포함) $296,500.00 

합계 II 

총 PTC 테스트 

비용(전원공급물품 미 포함) $8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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