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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이 계속해서 작아지고 성능이 늘어나면서, 전자제품들이 
더욱더 우리의 일상생활과 통합되어가고 있음.  다음 단계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과 웨어어블 전자제품임.  .   

 커넥터 사용을 통한 장치들 사이의 통신과 전원제공은 핵심적임;  
커넥터 매출은 년간 $50억불 산업임.   

 점점 핵심적으로 되면서, 분리 가능한 커넥터가 전자제품에서 종종 
처음에 고장 나는 항목임.  이 문제는 전자제품이 점점 더 도전적인 
환경에서 사용됨에 따라 더욱 나빠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이 웨비나는 접촉 물리학, 접촉 도금 옵션, 응용환경을 위한 
커넥터를 설계하고 선택할 때 자주 발생하는 수직력 요구사항과 
일반적인 트레이드오프에 대해 논함.  수많은 커넥터 고장 예에 
따른 고장물리도 역시 설명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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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어블(커넥터 요구사항)  

 접촉 물리학(Contact Physics) 

 도금 재질(Plating Materials) 

o 접촉 도금 재질(Contact Plating Materials) 

o 도금 옵션(마손부식 고장 & 금 두께의 중요성)   

o 수직력(Normal force) 

o 기초 재질(Base Materials) 

o 윤활유(Lubricant) 

 커넥터 디자인 방법론  

o 커넥터 선정 베스트 프랙티스  

o 커넥터 고장 메커니즘  

o 사례연구  

 커넥터 사양서  

 커넥터 검증 테스팅  

커넥터 신뢰성 아웃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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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사무실 바깥의 대부분 상황   

 전자제품은 다음에 노출:  

o 습기(Moisture) 

o 공해/오염(Pollution/contaminates) 

o 먼지와 쓰레기(Dust and debris) 

o 땀과 다른 신체 액체  

o 고온 

o 저온  

o 기계적 쇼크 와 진동  

 예는 웨어어블, 자동차, 스마트 미터등  

도전적 환경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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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어블 전자제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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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쇼 런웨이  

모델이 쓴 구글 안경  

웨어어블이 패션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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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작업장과 사무실을 침범하고 있음  

 테스코(Tesco)는 작업자가 선반으로 이동하는 상품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팔찌(Armbands)를 사용  

 건강과 복지 프로그램에 사용  

 인지 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언제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지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도록 하는 EED 
머리띠(Headband)가 있음.   

 종업원의 위치, 호홉, 심장박동 등을 추적하는 팔찌(Bracelets)   

 Rackspace의 연구에 의하면, 웨어어블을 가진 종업원은 7.5% 더 
생산성이 높고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3.5% 높았음.   

오늘날의 웨어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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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삼성 심밴드(Simband) 



©  2004 - 2007  ©  2004 - 2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선유도 코오롱 디지털타워 610호 www.exleetedge.com 8 

 GPS, 지속적인 심장 박동률, 수면, 걸은 거리, 소모한 칼로리 등을 
추적함.   

 최근 IPO (주식시세 표시 FIT) 

Fit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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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Life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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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스포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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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터 사용을 통한 장치들 사이의 통신과 전원제공은 핵심적임;  
커넥터 매출은 년간 $50억불 산업임.   

 점점 핵심적으로 되자, 분리 가능한 커넥터가 전자제품에서 종종 
처음에 고장 나는 항목임.   

 이 문제는 전자제품이 점점 더 도전적인 환경에서 사용됨에 따라 더 
나빠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전자제품 하드웨어의 다른 측면들과 같이, 신뢰성 있는 커넥터는 
디자인, 재질, 사용환경이 주도요인임.   

 

커넥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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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톱 컴퓨터 – 30 개 개별적 커넥터   

 노트북 커넥터 – 60 개 개별적 커넥터   

 서버/스토리지 – 80+ 커넥터   

 수 천개 고장 기회가 있고, 단지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시스템이 
중단됨.    

 수 십개 커넥터 공급업체들이 있고, 원가절감이 강하게 
요구됨(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용자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품질이 종종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음)   

 커넥터 고장이 시스템 고장의 상위 5개 이유중의 하나로 나타남.   

 

커넥터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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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어블을 위한 커넥터 - TE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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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사이클이 거의 없음(Few Mating Cycles) 

 아주 높은 신뢰성(Highly reliable) 

배터리 커넥터  



©  2004 - 2007  ©  2004 - 2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선유도 코오롱 디지털타워 610호 www.exleetedge.com 15 

 공통 문제: 

o 소켓 (Receptacle)이 찌꺼기(Lint)로 채워질 수 있음.   

o 접촉이 지저분해질 수 있음.   

o 케이블 접촉이 닳아버리거나 부식(Worn or corroded)될 수 있음.   

전원 커넥터 – 예, iPhone에 있는 조명 포트(Lighting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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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인 케이블은 몇몇 핀에서 연속 전압(Continuous voltage) 을 
가짐.   

 높은 습기 환경에 놓이면(싱크 또는 차량) 부식이 발생함.   

 전압/거리(Voltage/Distance)를 최대화   

조명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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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물리학(Connector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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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전기적 연결은 작은 돌기(Small asperities)를 통해 이루어짐.   

 돌기(Asperities)는 접촉 인터페이스를 가로질러 금속과 금속 접촉이 
만들어진 위치임.   

 3개의 지점만큼 작을 수 있음.   

 실제 단지 1%만의 분명한 접촉영역이 접촉을 만듬(냉간 용접(Cold 
welding)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돌기 위치는 밀폐 봉인(Gas-tight seal)을 제공함.   

커넥터 물리학 



©  2004 - 2007  ©  2004 - 2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선유도 코오롱 디지털타워 610호 www.exleetedge.com 19 

 실제 전류흐름이 금속간 접촉이 발생한 곳인 
작은 돌기를 통해 발생함.   

 이 접촉영역이 산화(Oxidation), 
오염(Contamination), 낮아진 수직력(Reduced 
normal force)등에 의해서 크기가 줄게 되면, 
저항이 증가하게 됨.   

 증가된 저항은 산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국부적 
발열을 야기할 수 있고, 저항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음(열적 폭주(Thermal runaway))   

 궁극적으로 그 저항은 접촉점 고장으로 이어질 
만큼 증가함.   

 

압축 저항(Constrict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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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 접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타입 층으로 나누어져야만 함.   

접촉 도전들(Contact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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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력 증가는 더 많은 접촉점과 감소된 저항을 제공  

 R vs 부하 곡선은 접촉재질 각각마다 다름  

압축 저항 대 수직력(Constriction Resistance VS Norm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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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층 부재는 낮은 수직력(20-30 그램)을 가진 낮은 전압연결을 
허용   

 연질 금은 쉽게 사라지고, 경질 금은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함.   

 부식적 환경에 저항함(충분히 두꺼울 경우)   

 DIG 회피(구리 위에 직접 금 침투 (Direct Immersion Gold on 
Copper) ! 

 니켈(Ni) 기초가 요구됨(금(Au) 위에 구리가 확산(Cu diffusion) 되는 
것을 방지)   

 니켈은 은 기공(Pores)이 없음. ( 50u” 최소 두께)   

 금은 적용을 위해서는 충분히 두꺼워야 함.  

o 고 신뢰도, 높은 사이클 상황에 대하여 50u”   

o 고 신뢰도, 보통 사이클에 대하여 30u”   

o 보통 신뢰성, 보통 사이클(또는 고 신뢰성, 낮은 사이클)에 대하여 10u”   

o 단일 접촉 상황 또는 낮은 신뢰성 요구를 가진 곳의 사용에 대하여는 
금빛(Flash gold (3-5u”))   

금 도금(Gold 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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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에 Pd 도금된 접촉에 윤활을 증가하기 위해 개발됨.   

 Xerox 는 금빛의 잘 통제되는 사무실 환경(< 5 cycles)에서 제한된 
수명 제품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데모함.   

 Class II 부식 환경은 24시간 내에 기공부식을 초래함   

 

금빛(Flash Gold) 

4 - 10 u” 
12 - 20 u” 
30 – 4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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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 – 좋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표면 위에 필름을 초래하는 
고분자(polymers)가 형성할 수 있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얇은 
금으로 도금하는 것이 일반적임). 윤활을 위해 얇은 금이 사용되면 
마모 저항이 좋음.   

 

 Tin – 좋지 않음(주석 계명 슬라이드 참고).  주석 휘스커 역시 걱정.  
. 

다른 접촉 도금 마무리  



©  2004 - 2007  ©  2004 - 2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선유도 코오롱 디지털타워 610호 www.exleetedge.com 25 

 주석 산화물은 진흙 위 얼음(Ice on Mud)으로 종종 설명됨  

주석 산화물(Tin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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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주석 산화물 골절은 
금속간 접촉을 허용  

 마이크로 
이동(Micromotion)이 접촉을 
못하게 하고 새로운 접촉점을 
형성   

 오랜 접촉점이 재 산화시킴  

 각각의 접촉 이동에 따라  
반복  

 주석 산화물 찌꺼기가 쌓이고, 
궁극적으로 금속간 접촉을 
불가능하게 함.   

 높은 저항과 간헐적 접촉이 
결과임.   

마손 부식 고장 메커니즘(Fretting Failure Mechanism) 

Dark sm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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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촉은 결합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안정되어야 함   

2. 주석 도금된 접촉은 적어도 100그램의 수직 접촉력(Normal contact force)이 
필요함.   

3. 주석 도금된 접촉은 윤활(Lubrication)이 필요  

4. 주석 도금은 100도 이상 온도에서 지속 서비스하는 곳에서는 추천되지 않음   

5. 접촉의 전기적 성능은 밝은 주석(Bright tight tin), 무광 주석(Matte tin), 또는 
주석납 합금 도금(Tin-lead alloy platings)의 선택에 의해 크게 영향 받지 않음.   

6. 전기 도금된 주석 코팅(Electroplated-tin coatings)은 적어도 100 마이크로 
인치 두께를 가져야 함.   

7. 주석 도금된 접촉(Tin-plated contacts)을 금 도금된 접촉(Gold-plated 
contacts)과 연결은 추천되지 않음.   

8. 접촉 업무 동안에 미끄럼(Sliding) 또는 닦기(Wiping) 행위는 주석도금 
접촉에서는 추천   

9. 주석 도금된 접촉은 투입전류 또는 차단전류(Make or break current)를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아야 함.   

10. 주석 도금된 접촉은 드라이 회로(Dry-circuit) 또는 낮은 레벨 조건(Low-level 
conditions)하에서는 사용될 수 있음.   

 

주석 계명(Tin Commandments) (몇몇은 다른 것보다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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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켈은 거친 산화물을 가진 딱딱한 재질임. >200 g 의 수직력이 
요구됨.   

 스테인레스 강은 표면에 딱딱한 크롬 산화물을 가지고 있음. 파괴 
하기가 어려움. >300 g 수직력이 추천됨(아직 높은 접촉저항을 기대)   

니켈과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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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력 요구사항은 다음에 의존   

o 접촉 마무리 재질(Contact finish material) 

 금; 20-30 grams 

 팔라듐(Pd); 30-50 grams 

 주석; 100 grams 

 니켈; 200 grams 

 강철 300 grams 

o 오염 레벨(피막(Films), 미립자(Particulate), 부식(Corrosion))   

수직력(Normal Force)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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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류 가스 노출(Mixed flowing gas exposure)은 접촉재질을 
인위적으로 수명 가속하는 방법임.  

 수직력 요구는 오염된 환경에서 더 높아짐.   

수직력(Norm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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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금속 표면은 그 위에 무엇인가 얇은 피막(Thin film of 
something) 이 있음.   

 금은 습기와 OH(Hydroxyl Group) 그룹의 얇은 층이 있음.   

 주석과 니켈은 산화물 층을 가짐   

 모든 재질은 미립자 오염(Particulate contamination)을 가짐   

 대부분의 커넥터는 형성할 돌기에 좋은 위치(Fresh location for 
asperities)를 생성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접촉 딲기(Contact 
wiping) 를 수용.   

 어느 정도 전환 가진 2 mil 의 이상적인 딲기임 – 그래서 접촉이 
잔해 위에 놓이지 않도록 함.    

접촉 딲기(Contact W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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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릴륨 구리(BeCu, Beryllium copper) 

o 높은 스프링력(Spring force)과 스트레스 완화에 대한 저항에 
최상의 합금  

o 가장 값비쌈( 요즈음은 거의 사용되지 않음)  

 인청동(Phosphor Bronze (Cu, 3-10%Sn, 0-1% P)) 

o 대부분 스프링 접촉 응용분야에 좋음.   

o 적당한 가격  

o 재질을 담금질(Temper of material)하면 큰 차이를 가져옴.   

 놋쇠(Brass (CuZn)) 

o 낮은 수직력과 높은 스트레스 완화 때문에 스프링에는 나뿐 선택   

o 가장 낮은 가격 옵션  

베이스 접촉 재질(Base Contac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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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금속은 오랜 동안 일정 부하에 있으면 크리프(변형)됨.     

 원자는 그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낮은 데서 높은 스트레스 
영역으로 발산함(그래서 높아진 온도에서는 크리프가 더 빨리 
발생함)   

 하나의 접촉이 굴절될 때, 크리프는 스트레스 완화를 가져옴(시간에 
따른 수직력(Normal force) 의 감소)   

o 베릴륨-구리(Be-Cu) : 최상  

o 강철 ; 최상   

o 인 청동(Phosphor Bronze) ; 좋음   

o 황동(Brass); 나뿜   

 

스트레스 완화(Stress Rel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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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입력(Insertion force)은 너무 높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이동형 
장비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님)   

 추출력(Extraction force) 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문제   

o 너무 높음 ; 당길 때 케이블에 손상이 갈 수 있음.   

o 너무 낮음 ; 접촉이 너무 쉽게 분리될 수 있음   

 걸쇠(Latches)가 의도하지 않은 미 결합(Unintended unmating)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음.    

삽입/추출력(Insertion/ Extraction Force) 

예: L-Com은 걸쇠를 가진 USB 
케이블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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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력의 손실(Loss of normal force) 

o 접촉이 쨈이 되거나 구브러짐(항복 강도를 넘어서 취해짐)   

o 높아진 온도 하에서 오랜 시간에 걸친 접촉의 스트레스   

o 낮은 비용의 접촉 재질을 가지고 문제가 됨   

 오염(Contamination) 

o 진동이 발생할 때 접촉 하에서 미립자들이 끼어들 수 있음   

o 부식/산화(Corrosion/oxidation)가 발생하여 금속간 접촉을 
방해함(마손부식(Fretting)이 한 예임)    

 과도 마모(Excessive Wear) 

o 귀금속이 닳아서 산화하는 금속을 노출시킴.    

 

증가된 저항에 공통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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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현장에서의 높은 고장율 때문에 배터리 
소켓에서 사용할 최상의 접촉 윤활유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음  

 고장 분석이 실행되었고, 접촉 프레팅(Contact 
fretting) 이 문제로 언급됨   

사례 연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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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프레팅(Contact fretting)이 의미 있는 원인이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원가 절감을 위해 배터리 소켓 도금이 금에서 주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나는 접촉 재질 변경 전에 고장 데이터가 약간 증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음.  

 그때 배터리 공급업체로부터 수년 전에 구매에서 CR2032L에서 
CR2032D로 비용절감을 위해 배터리 주문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게 
됨.   

 이는 배터리 커버가 니켈에서 스테인레스강으로 변경됨을 
의미함(우리 엔지니어링 문서는 CR2032만을 언급함)   

 

고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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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비교: Ni 대비 SS (접촉 저항) 

소켓에서의 접촉 수직력은 100 -200 
그램 범위임.   

 

데이터는 SS버전이 수직력에 대해 
더 민감함을 보여줌 – 이는 산화 
장애물이 뚫기에 더 두껍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  

스테인레스강 버전 

니켈 도금된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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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도금된 접촉은 니켈로 코팅된 배터리와 훌륭한 접촉을 만들어냄.   

 금 접촉은 스테인레스강 배터리에는 거의 수용되지 않음   

 스테인레스강 위에 주석도금은 아주 나쁜 조합   

 우리는 니켈 배터리에 금 도금 접촉으로 돌아가도록 그 기관을 
확신시킬 수 있었음.   

 고장은 다음 세대 시스템에서는 사라짐.   

배터리 소켓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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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짐 마찰(Sliding friction)을 80% 줄일 수 있음.   

 표면의 산화/부식을 방지   

 금 마모나 주석으로 인한 마손부식(Fretting)을 줄일 수 있음  

그러나,  

 프로세스가 지저분하고 통제가 않될 수 있음   

 커넥터 플라스틱 몸체에 반응할 수 있음   

 대부분의 응용환경에서는 권장되지 않음  

윤활유(Lubr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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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휘스커(Tin Whiskers) 

주석 휘스커는 주석도금이 커넥터 핀이나 
껍데기에 사용될 때 우려됨   

고장은 다음으로부터 발생 가능함:   

 직접 접촉(Direct Contact) 

o 전기적 단락(아크)를 야기  

o 충분한 길이와 정확한 방향으로 
성장해야 함  

 전자기적 복사(Electromagnetic (EM) 
Radiation) 

o 높은 주파수에서 EM신호와 잡음을 
방출하거나 받음   

o 6 GHz 이상의 주파수에 대한 신호 
악화는 휘스커 길이와 무관   

 잔해(Debris) 

o 휘스커는 부러지고, 두 개의 리드를 
단락 시킴(주로 취급상)   

42 

Courtesy of P. Bush, SUNY Buffalo  

 Observation of tin whisker debris as 
reported to NASA from Sanmina-SC  

DfR Solutions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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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휘스커 주도요인(Tin Whisker Drivers) 

    주석 휘스커는 주석 위에서 
압축적 스트레스(Compressive 
stress) 로 주로 발생하는 데 
다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주석의 도금 동안 스트레스   
 구리와 금속간 형성(Intermetallic 

formation)  
 기계적이거나 CTE 불일치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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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주석 껍데기를 가지 D-Sub 
커넥터는 (만일 커넥터가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핀에 단락을 야기할 
수 있는 휘스커로 성장하는 것이 
알려져 있음. 

밝은 주석 휘스커(Bright Tin Whisker) 예   

휘스커가 스크류 구멍에서 
성장하는 것이 발견될 수 
있음   

Ref: L. Flasche & T. Munsun, 
Foresite, Inc. 9/09. 

Ref: Em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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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터 결합을 가진 플렉스 회로(Flex Circuits  

o 부드러운 중합체 서브스트레이트를 접촉으로부터 압력은 주석의 넓은 
영역에 힘을 만들어냄.   

o 200 마이크로미터보다 적은 간격을 가진 결합 플랙스에서는 주석 
도금을 사용하지 말 것.   

o 이런 조건에서 금 도금을 사용할 것.   

플렉스 케이블 상 접촉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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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주석(Bright tin)을 금함 (커넥터 껍데기와 기계적 파트)   

 니켈 아래 도금이 사용되었는지에 주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석은 도금 후에 열 담금질 됨.   

 플렉스 회로에 압력 접촉상에는 금 도금을 사용   

 미세 피치 부품에는 휘스커 테스팅을 강제함(공급업체로 부터 
데이터를 얻음)   

 쇠 또는 황동 (기계적 부품)에 주석을 금하는 데, 이런 휘스커는 
매우 길게 성장하기 때문임.   

 

 

 

주석 휘스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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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하고 테스트(Design and Test) 하는 것과는 반대로, 
테스트하고 디자인(Test and Design)(Toyota 접근법)   

 아주 신뢰도 높고 비용 효과적인 커넥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 – 
가능한 한 이런 디자인을 함   

 

 소켓에서의 핀(Pin in socket) 

 카드 엣지 커넥터(Card edge connector) 

 보드와 보드(Board to board) 

 플렉스 커넥터(Flex Connector) 

 

커넥터 디자인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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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응용환경에 대하여 적당한 삽입/회수력(Insertion/withdrawal 
force) 을 확인   

 적합한 때에는 잠그기 메커니즘을 사용   

 적합한 결합을 위해 키를 사용   

 계기에만 의존한 결합(Blind mating) 에는 도입부(Lead-in)을 가짐   

 접촉 마무리와 기초 금속에 적당한 재질을 사용   

 필요할 때 주석 휘스커를 점검함   

 어느 정도 양의 딲기 확인   

 커넥터의 보도 접합의 기계적 견고성을 확인(SMT는 위험함)   

 

몇몇 커넥터 베스트 프랙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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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팅을 점검   

 과도하게 닳은 금을 점검    

 부식의 사인   

 연결을 방해하는 입자/유리를 점검   

 모든 접점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구속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수직력이 충분한 지 확인   

 커넥터 본체에 균열과 손상이 있는 지 점검   

커넥터 고장 분석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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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본 

원
인 

근본 원인 :  

1.3. 결함이 있는 샘플의  절단에서 관찰된 균열 : 
 

  

 

 

 

 

 

 

 

 

 

 

 

 

  그 균열은 꼬리 쪽이 아니라, 아래 슬롯에서 발생. 접촉 수직력이 줄어들게 함  

사례연구 예 – 커넥터 몸체 중요성   

이런 간단한 균열이 DIM 커넥터에 $40mm 규모 이슈를 야기함   

DIMM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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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삽입도구가 본체에 균열을 만듬   

51 

근
본 

원
인 

근본 원인 : 

  e) 삽입 픽스처 확인： 

      삽입 픽스터 두께 : 사양: 1.20+/-0.005mm  점검: 1.20mm; 삽입하는 픽스처의 반경 R ﹕ 사양: 
0.5+/-0.02   점검: 0.96mm    삽입 픽스처의 크기가 사양을 벋어남.  아래 각도 R을 참고함: ﹕ 

삽입 
픽스처 

접점 

하우징 

삽입 픽스처와 하우징 
사이에 간섭이 없음   

삽입 픽스터와 하우징 
사이에 간섭이 있음   

삽입 
픽스처 

접점 

하우징 

비 정상 상태에서 삽입 픽스처와 하우징 사이에 간섭이 있어, 하우징이 균열을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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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은 파워코드나 커넥터 몸체 몇몇에 화염 억제제(Flame 
retardant)로 추가됨   

 이 것은 인산을 만들어내기 위해 물과 반응 할 수 있음   

 이 것은 금속을 공격하거나 덴드라이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커넥터 몸체에 적린(Red Phospho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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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중압체 공급업체가 적린 기반의 몰딩 합성체를 소개함   
o 청정(“green”)  몰딩 중합체 또는 비 브롬화물(“bromide-free”)  몰딩 중합체로 

라벨이 붙음(인 내용은 항상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음)    

o 환경 친화적이거나 Kirkendall voiding 에 향상된 저항을 가진 것으로 마케팅 됨   

 1998: 대량으로 증가   

o 수많은 반도체 장비 제조사 난 계약 패키지 생산자에 의해 사용됨   

 1999 후반/ 2000 초반 
o 처음으로 현장 고장이 보고됨  

 2001 후반 

o 잠재적 이유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대중적인 인식   

 2002 
o 적린 기반 몰딩 중합체(Red phosphorus-based molding compounds)가 

시장에서 제거됨   

 2006 
o 적린을 가진 전원 코드의 생산   

 

 

적린의 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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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사양 – 전기적 섹션   

전기적 요구사항(IR, 
DWV, 임피던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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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사양 – 기계적 섹션   

최소 내구성 사이클링 
요구사항   

삽입력(Insertion Force), 
추출력(Withdrawal Force), 
보유력(Retent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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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온도 수명   

 

 

 

 

 

 순환적 온도와 습기(Cyclic Temp and Humidity) 

커넥터 검증 테스팅   

5.4.3  EIA-364-17 
Temperature life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2  EIA-364-09 
Durability 
(preconditioning)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4 
Reseating 
 

5.4.5  EIA-364-32 
Thermal shock 
 

5.4.6  EIA-364-31 
Cyclic temp & 
humidity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2  EIA-364-09 
Durability 
(preconditioning)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4 
Res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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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 테스팅   

 

 

 

 

 

 혼합 흐름 가스(Mixed Flowing Gas) 

커넥터 검증 테스팅   

5.4.7  EIA-364-
17 
Temperature life 
preconditioning 
 

5.4.8  EIA-364-28 
Vibration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2  EIA-364-09 
Durability 
(preconditioning)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2  EIA-364-09 
Durability 
(preconditioning) 
 

5.4.7  EIA-364-17 
Temperature life 
(preconditioning) 

 

5.4.9  EIA-364-65 
Mixed flowing gas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10 
Thermal 
Disturbance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4 
Reseating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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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사이클링  

 

 

 

 

 

 

 먼지 테스팅(Dust Testing) 

커넥터 검증 테스팅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2  EIA-364-09 
Durability 
(preconditioning) 

 

5.4.7  EIA-364-17 
Temperature life 
(preconditioning) 

 

5.4.11 
Thermal Cycling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4 
Reseating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2  EIA-364-09 
Durability 
(preconditioning) 

 

5.4.12  EIA-364-91 
Dust 
 

 

5.4.10 
Thermal disturbance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1  EIA-364-23 
Low-level contact 
resistance 

 

5.4.4 
Res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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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

RY 

  

Pass / 

Fail Comments 
Low-level contact 

resistance PASS   
Durability PASS   
Low-level contact 

resistance PASS   
Temperature life PASS   
Reseating PASS   
Low-level contact 

resistance PASS   

DETAILED DATA 

Data 

Point 

Sample 

# 

Contac

t # LLCR 

Durabilty 

P/F Durability Comments LLCR Temperature Life Comments Reseating Comments LLCR General Comments 

1 NO.1 NO.1 18.30  PASS   18.50      18.70    

2 NO.1 NO.2 18.50  PASS   18.80      18.90    

3 NO.1 NO.3 18.60  PASS   18.70      19.50    

4 NO.1 NO.4 17.50  PASS   19.90      19.80    

5 NO.1 NO.5 17.60  PASS   18.60      18.50    

6 NO.1 NO.6 17.90  PASS   18.20      18.60    

7 NO.1 NO.7 18.60  PASS   18.80      19.50    

8 NO.1 NO.8 18.20  PASS   18.90      19.70    

9 NO.1 NO.9 18.60  PASS   18.50      18.80    

10 NO.1 NO.10 18.40  PASS   18.60      18.30    

11 NO.2 NO.1 18.50  PASS   18.80      19.80    

12 NO.2 NO.2 18.30  PASS   18.20      19.90    

13 NO.2 NO.3 18.50  PASS   18.60      19.40    

14 NO.2 NO.4 17.60  PASS   18.50      18.20    

15 NO.2 NO.5 17.20  PASS   18.70      18.60    

16 NO.2 NO.6 17.30  PASS   18.60      19.20    

검증 보고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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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터 고유 품질 감사   

공급업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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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별 상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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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터는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중의 하나임   

 웨어어블 장비는 만족하기 어려운 커넥터 요구요건을 가질 수 있음   

o 많은 삽입 사이클   

o 외부 환경   

o 땀과 미립자 오염   

 가능한 곳에서는 오랜 성공 역사를 가진 커넥터를 선택함.   

 평판이 좋은 공급업체의 사용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임   

 주된 고장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금 재질을 
사양화   

 적합한 신뢰성 테스팅이 실행되었는지 확인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