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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Sherlock 교육훈련일정 안내 

 

㈜엑슬리트엣지에 제공하는 2019년도 Sherlock 교육훈련과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제목: 2019년 교육과정 구성  

      

1. Sherlock 정기교육 

 Sherlock 정기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됩니다. 

 2019년도에는 초급, 중급교육을 제공하고 고급과정은 특별세미나의 형식으로 제공됩

니다. 

 초급교육은 무상, 중급교육은 50만원/인, 고급교육은 80만/인 입니다. 

 년간 교육일정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주   US 신

뢰성 

컨퍼

런스 

 특별

세미

나

(5/21 

– 24) 

       

2주           

3주   16-17       17-18 

4주 22-23 19-20  18-19 23-24 20-21 24-25 22-23 29-20  

5주           

수준 초급 초급 미국 중급 고급 초급 초급 초급 중급 초급 초급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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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내용(실제 교육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교육 등록시 확인바랍니다) 

수준 1일차 2일차 

초급  Sherlock 설치 및 개요 

 신뢰성 물리학(Reliability Physics)의 개념, 도구, 응

용분야, 사례 

 Sherlock 연습 1(디자일 파일 가져오기, 스택업 정의, 파

트 속성정의, 라이프사이클 정의, 수명분석 결과 생성) 

 RPA 베스트프랙티스를 설계프로세스에 적용

하기(방법, 열사이클링, 진동, 기계적쇼크) 

 PCB 신뢰성(구조, 라미네이트 라이브러리, 다층 속성정의 

및 모델링 방법)  

 Sherlock 연습 2 (Sherlock PTH 수명예측) 

 파트 검증(종류, 지오메트리, 수명 모델), 파트 목록과 

라이브러리 체계  

 솔더 피로 신뢰성(패키지별 피로수명, 솔더 타입 및 속성정의, 

솔더 수명예측곡선 해석) 

 Sherlock 연습 3 (패키지 연결방법 차이, PCB 속성 값, 동작온

도 반영시 수명예측 곡선 차이) 

 반도체 신뢰성(IC 고장 메커니즘, SAE ARP 6338 소개, Sherlock 

IC 마모 방법론 소개)  

 Sherlock 연습 4 (IC Wearout) 

 Sherlock 과 FEA(Ansys, Abaqus, Nastran), Sherlock 과 

3D 모델링 도구(Solidworks) 연동 

 Sherlock 분석기능 요약 소개, 모듈 종류 소개, 

라이선스 체계 소개 

중급  Sherlock 설치 및 RPA 베스트 프랙티스(이론, 

표준, 산업계 적용 사례) 

 Sherlock 연습 1(Sherlock 맞춤형 전자구조 만들기: 아웃

라인, 마운팅 포인트, 리드, 와이어 본드, 히트싱크, 커넥터, 포

팅과 코팅) 

 PCB 모델링 과 신뢰성 방법(IPC-TR-579, IMEC, 트레

이스 모델링) 

 Sherlock 연습 2(PTH 분석결과 비교, 트레이스 모델링 및 

FEA 연동하기) 

 Sherlock What-if 시뮬레이션(분석항목별 분석결과 

해석 및 What-if 분석을 통한 위험완화 워크플로우) 

 Sherlock 모듈 소개(반도체 모듈, 포팅&스테이킹 모듈, 

DFMEA 모듈, ICT 모듈, 고장률분석 모듈, 트레이스 모델링 모듈, 공

유 부품라이브러리 모듈, CAE인터페이스 모듈, FlexLM 서버 모듈) 

 Sherlock 과 테스트(SAT/SGT, 테스트 계획 개발(HALT, ALT, 

HASS등), 테스트와 Sherlock 결과 연동방법) 

 Sherlock 연습 3(OEM 사양조건 적용 분석 및 해석: GM, 현대

차) 

 고장 메커니즘(Failure Mechanism)과 고장 분석(Failure 

Analysis)방법 

 Sherlock 연습 4 (3D 모델링 구조체, Meshed Parts,를 반영한 

세트 신뢰성 분석) 

고급  DfR Solutions 사 전문가 초빙 특별 주제 세

미나 I 

 RPA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Manager’s Guide 

(전자/기계 연동, 기업 프로세스에 통합, Concurrent Engineering 

정착, Condition-Based Monitoring)   

 Sherlock 연습 I (Customer Project 를 사용한 전자신뢰성 

분석, 해석, 위험 완화 따라하기)  

 DfR Solutions 사 전문가 초빙 특별 주제 세미나 

II 

 Sherlock 연습 II (Sherlock 사용 기업고객을 위한 Knowledge 

Bases 구축 및 활용하기: 파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자인 파일, 라

이프 사이클 데이터 베이스등)  

 협력기업간 신뢰성 기반 협업 방안(IP 안전장치 모델 

적용방안) 

 

 

2. Sherlock 고객사 방문교육 

 고객사가 요청할 경우 원하는 주제에 맞추어 방문교육을 진행합니다. 

 방문교육은 초급교육수준은 무상, 중급이상 또는 고객사 디자인을 가지고 수행하는 

특별교육은 유상입니다.  (금액은 교육내용과 일정에 맞추어 사전 협의 필요합니다) 

 

3. 2019년 Sherlock 특별 세미나  

 2019년도에는 3월 25-27일 기간중에 DfR Solutions 사가 진행하는 신뢰성컨퍼런스가 미

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Hyatt Regency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도 여

러 참석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혹시 참석을 희망사시는 분들은 미리 참석여부 및 

등록비 할인에 대하여 문의(김영중 팀장; yjkim@ex1337.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에는 DfR Solutions 사의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빙하여 특별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고급 수준의 Sherlock관련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가 진행할 예정이고, 

일시/장소/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mailto:yjkim@ex133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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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 및 내용 제안  

 Sherlock 교육과정과 내용을 더 알차고 수준 높게 향상시키고자, 저희는 고객 여러

분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항상 열린 자세로 듣고 반영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기술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루는 신뢰성 교육주제나 안건을 제안하시면 년간 교육훈련과

정에 반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판적인고 좋은 의견이 있을 경우 권형안대표

(hakwon@ex1337.com) 또는 김영중 팀장(yjkim@ex1337.com)에게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5. 기타 :  

 교육일정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변경이 있을 경우, 

www.exleetedge.com 공지, e-mail 통지등으로 사전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참석등록

을 하거나 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 교육담당자(김영중 팀장 : 010-8955-4218)에

게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hakwon@ex133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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