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erlock ADA 소프트웨어는 기업들이 시장에 전자제품을 출시

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설계, 검증, 제조프로세스

는 Sherlock을 통해 가속화되고 능률화되어 기업은 시간과 돈을 

크게 절약하게 된다.   

Sherlock 4.0 의 가장 혁명적인 새로운 특징은 전자제품의 특징 

하나하나를 자동적이고 정확하게 모델화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 

안에는 트레이스, 전원/접지평면판, 비아, 본드패드, 컷아웃, 리드,  

그리고 히트싱크가 포함된다. 시장 최초의 추가기능들로는 

Abaqus FEA 도구나 쇼크 스코어링의 더 심층적인 통합이 포함

된다.  

서브트레이트 트레이스 모델링( Substrate Trace Modeling)을 

Abaqus 와 더 밀접히 결합하게 되면 Sherlock 소프트웨어기능은 더

욱 강력해 진다.  이런 신속한 분석은 모든 서브트레이트 특징들

에 대하여 더 빠르고 더 상세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열

이나 기계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엔지니어팀들에게 차세대 

패키지에 대한 훨씬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로는 

코어없는 서브트레이트(Corless Substrate), 초박편 BGA(Ultra-thin 

BGA, 적층 마이크로비아(Stacked Microvia), 3D 패키지등이 해당된

다.   

 
 
 

 
 
 
 
 
 
 
 
 
 

Sherlock의 리드 모델러(Lead Modeler) 와 히트싱트 생성기

(Heatsink Creator) 는 사용자들이 모든 전자부품들에 대하여 자

동적으로 접합방법, 리드 구조, 히트싱크 아키텍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쇼크 스코어링(Shock Scoring)기능과 이러한 

2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면 엔지니어들은 자동차 응용환경, 스마

트폰 같은 모바일 장비, 웨어어블 분야에서, 문이나 트렁크 장착 

시에 겪게 되는 반복적인 쇼크노출 전자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컷아웃 편집기(Cutout Editor)의 업데이트된 기능을 사용하여, 

Sherlock 은 이제 

ODB속 라우팅 명령

어에 기초하여 컷아

웃(Cutout)을  자동으

로 인식하게 되었다. 

아직도 거버(Gerber)

를 사용한다면 어떨

까?  이런 경우도 문

제가 없다.  컷아웃 

편집기는 다각형(Polygon)편집을 지원하여 복잡한 절단모양들과 

여러 컷아웃을 더 큰 컷아웃으로 합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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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lock 4.0 추가적인 새로운 특징: 

 리드 모델링을 위한 하모닉/랜덤 진동(Harmonic / Random Vibe) 

 서로 다른 솔더 타입에 대한 쇼크 스코어 알고리즘 

 구리와 라미네이트 EDA 층 파일대신에 이미지 파일로 정의 가능  

 리포트 업데이트  

 사용자 정의 요약 섹션  

  Report.xml 속 볼드(Bold) 및 이탤릭(Italic) 태그 지원 

 파트 확인 수정( 대소문자 단위.  선택된 부품에 대한 유효한 속성에 대하여만)   

 매뉴얼 문서 업데이트  

 

Sherlock 시스템 요구사양  

Sherlock 은 다음과 같은 최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요구한다.  : 

하드웨어 요구사양 

 프로세서 – 멀티코어 x64 인텔 또는 AMD 프로세서   

 메모리 – 최소 4GB, 권장 8GB  

 하드디스크 용량 – 200 MB 설치용량 및 4GB 프로젝트 용량   

소프트웨어 요구사양 

 64-bit 버전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또는 Windows 8 

 Java 1.6 런타임 환경 

 Windows .NET 프레임워크 3.5 SP1 

 Adobe Reader 8.x 또는 그 이상 또는 유사 PDF 뷰어   

 Microsoft Visual C++ 2008 재판매 패키지 (FlexNet 라이센싱 적용시) 

옵션 소프트웨어 요구사양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추가적인 Sherlock 라이선스 특징을 구동하기 위해서 함께 사용될 수 있다: 

 Abaqus 

 Ansys®  Mechanical Classic 

 Ansys® Workbench™ 

지원되는 FlexNet 라이선스 서버들 

 64-bit 버전 Windows Server 2008, Windows Vista 및 Windows 7 

 Linux LSB인증된 x86 상의 64-bit 버전 Red Hat Linux(예, Red Hat Enterprise Linux 와 CentOS, SUSE Linux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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