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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lock ADATM에서 모델 정확성 개선 

 

Apr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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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고장물리(Physics of Failure, PoF) 기반 CAE App 분석도구  

o 전자제품에 대한 고장물리 내구성 시뮬레이션과 신뢰성 평가를 하는 최초의 
상용 CAE 프로그램   

o 디자인 프로세스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뢰성/내구성을 예측하고 제품 
고장 위험을 찾아냄.   

o ISO-26262 기능 안전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  

o 고 신뢰성 E/E 제품을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개발 할 수 있게 함  

o 높은 자동화된 형식으로 CAE App 포맷 생성   

 

Sher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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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E 모델의 정확성은 다음에 의존함 :   

o 모델링 알고리즘의 정확성   

 수년간에 걸친 고장물리 연구, 알고리즘 개발, 상호연관성 테스트로 검증된 DfR   

o 모델 생성 활동의 정밀도(Fidelity)   

 Sherlock ADA에서 핵심적인 PCBA 모델 생성 이슈   

• 회로 보드 스택업(Stack Up) 

• E/E 부품 모델링  

 

CAE 모델링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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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PCB는 전자장치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위에 구성된 구조물의 
무결성(Integrity)을 보증하기 위해 
필수적임.   

 
o PCB는 응용환경에서 장비의 전자 

부품으로 전달되는 진동과 쇼크 
스트레스의 전송에 주 관련 요소임.   
 

o E/E 부품 CTE 대비, 상대적인 PCB 열 
팽창/축소 행위(CTE) 는 CTE 
불일치를 초래  

Displacement 

Gull Wing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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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는 유리섬유로 짜여진 종이 층으로 구성되며 그 안은 식각된 전도성 
구리 패턴(Etched conductive copper patterns)과 에폭시 
라미네이트된(Epoxy laminated) 재질이 어울어진 기계적인 어셈블리임.   

PCB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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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 에폭시의 CTE는 40-70 ppm/°C 로 높음 

 구리의 CTE는  17 ppm/°C 로 중간 정도 

 유리섬유 직조 패턴(Fiberglass fabric weave pattern)은 에폭시와 구리의 
CTE 활동을 제한해서 직조된  PCB의 CTE가 14-18 ppm/°C 로 낮아질 수 
있도록 함. 

PCB 건축 



©  2004 - 2007  ©  2004 - 2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선유도 코오롱 디지털타워 610호 www.exleetedge.com 

 낮은 실 밀도 직물(Low thread density fabrics)은 실 사이에 에폭시 침투가 
더 높아짐 – 결과적으로 더 높은 PCB CTE로 이어짐  

 높은 실 밀도 직물은 더 적은 에폭시 침투를 허용 – 결과적으로 더 높은 
PCB CTE로 이어짐  

 그러나, 높은 실 밀도 직물은 PCB의 유전상수(PCB’s dielectric constant 
(Er))를 증가시킴.   

 신호는 더 높은 Er PCB에서 더 천천히 이동하고, 더 높은 주파수 신호로 영향.  
(>1Ghz) 

 더 높은 밀도 직물은 더 비싸고,  

   비아 구멍뚫기가 더 어려워지고, 

   더 빨리 드릴 비트마모가 되어  

   PCB비용을 증가 시킴.   
   

PCB 직물 트레이드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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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lock의 PCB 스택업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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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lock PCB스택업 계산기에서 라미네이트와 유리타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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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A 열 기계적 분석  

o 작은 PCB 샘플 속 구리 양에 따라 변하는 CTE x,y,z  

   재질 값을 결정하기 위해, 가열하거나 냉각함에 따라서 

   변하는 샘플 크기변화를 측정하는 변위 탐침. 

  

 DMA 동적 기계적 분석(Dynamic Mechanical Analysis) 

o 정의된 온도 대비 기계적 탄성률(Material’s modulus)  측정  

 디지털 이미지 상관(Digital Image Correlation (DIC) ) 

o CTEx+y와 뒤틀림(Warpage) 을 측정하는 최신 방법  

PCB Material Charac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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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이미지 상관 및 추적(Digital Image Correlation and Tracking 
(DIC/DDIT))은 이미지 변화를 2D 와 3D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추적과 이미지 등록 기법(Tracking & image registration techniques) 
을 사용하는 광학적 방법임.   이는 종종 변형(Deformation 
(engineering)), 변위(Displacement), , 변형(Strain), 광학적 
흐름(Optical flow)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됨.   

 

디지털 이미지 상관(DIC)테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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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 장비와 설정   

Thermocouple  
 

       Thermal Chamber 
 

 입체적 디지털 카메라 2개가 관심 항목에 정확하게 맞추어짐   
o 알려진 위치와 확대배율을 가진 두 카메라로부터 관찰을 사용해 

어떤 표면 지점의 3D 절대 좌표 값이 계산될 수 있음.   
o 그 관심객체는 밝거나 어두운 대조 점 패턴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데 이는 이미징 시스템이 추적할 수 있는 기준점(Marker points)을 
제공함.   

o 기준점에 대한 추적계산을 수행하면 두 개의 카메라에 의해 보여진 
특징에 대한 3D 표면 등고선(Surface contour )이 결정될 수 있음  

o 객체를 열 챔버 속 가열과 냉각 조건에서 보면 열 팽창/수축 과 
변위행위가 특성화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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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림(Warpage) 

 주어진 온도에서 상대적 뒤틀림 = 그 
온도에서 베이스라인을 뺀 온도에서의 
절대적 뒤틀림(Relative warpage at a 
given temperature = absolute warpage 
at that temperature minus baseline) 

주어진 온도에서 절대 
뒤틀림(Absolute warpage at 
given temperature) 

상온에서 얻어진 
베이스라인  

이미지측정기로부터 멀어지는 이동 이미지 측정기 쪽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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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CTE 

-40 부터 105℃ 까지의 CTE X= 18.6 ppm/℃ -40 부터 105 ℃ 까지 CTE Y= 17.6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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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 변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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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 변위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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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사이클 동안 원판 보드에 대한 미세한 뒤틀림( +/- 4마이크론 이내)   

PCB  Z 축 뒤틀림 변위(Warpage Displacement) 

+ 이미지 측정기 쪽으로 
이동은 PCB 바깥쪽으로 

뒤틀림  

- 이미지 측정기 바깥쪽으로 
이동은 PCB쪽으로 오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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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ON 패키지 CTExy 

-40 부터 105℃ 까지 CTE X= 17.1 ppm/℃ -40 부터 105 ℃ 까지 CTE Y= 17.6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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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된 스트레스를 결정 (σ) 
 
 
 
 
 
 
 
 

 
 변형 범위를 결정 (∆ε) 

 
 
 
 

 
 조정 상후를 적용(calibration constants) 

 변형 분포 지수(Strain distribution factor), Kd(2.5 –5.0) 
 PTH & Cu 품질 지수 KQ(0 –10) 

 고장까지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계산 (Nf50) 
 

IPC TR-579에 기초한 도금된 쓰루홀 CTEz 비아 관 균열피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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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PoF 내구성/신뢰성 리스크 평가 :  PCB 도금된 쓰루홀 비아 피로 분석 

PCB가 열 사이클링을 경험할 때, z-방향의 팽창과 수축은 
x-y 평면에서 보다 크게 높음.  유리 섬유는 x-y 평면에서 
보드를 제한하고 두께로는 아님.  결과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구리 비아 관에 쌓이고, 결과적으로 크로스 
섹션 사진에서 보여진 것처럼 관 중앙부근에 궁극적인 
균열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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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에서 새로운 패키지 Axial, Box, Disc, Radial, Vchip   
 

 Sherlock 패키지 모델 라이브러리 속에 이미 존재하는 패키지로부터 
파라메터 수정을 통한 변경 파트를 생성  

 크기, 재료, 리드 수, 리드 지오메트리 크기를 변경  

 Sherlock  에서 데모  

 

 패키지 스타일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려면 DfR 에게 요청   
 

 패키지를 사용자가 생성  

 고급 FEA 모델러에 대하여만  추천됨 

전자적 부품 모델링  



©  2004 - 2007  ©  2004 - 2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선유도 코오롱 디지털타워 610호 www.exleetedge.com 

2

2 

 

권형안/ExleetEdge 

010-9410-4839 

hakwon@ex1337.com 

 

 
 

연락처: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