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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와 데이터센터 신뢰성  

2015년 

 

권형안/엑슬리트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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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구성요소 

DfR’사의 랩 서비스는 모든 영역의 전자제품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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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원관리 
o 전원선로 (230kV) 

o 백업 전력발생장치 

o 배터리 백업  

o 전원 배분 장치 (208/230V) 

o 랙 전원 선로 (120V) 

o 랙기반의 배터리 백업  

o HVAC 
o 냉각시스템(냉각통로)  

o 공기 배분, 송풍기등  

o 온도조절기 및 제어기  

 

o 실시간 관리 및 고장예지도구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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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 
o 라우터 및 스위치  

o 파이버 채널 송수신기  

o 이중화 선로  
(사고 연결 ) 
 

소프트웨어: 
o 응용 프로그램  

o 부하 균형잡기 및 대체작동  

o 이중화된 데이터 전송  

o 송신/수신/확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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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센서 성능이 저하될 것인가?  
o 간단한 답 – 그렇다!  

고장예지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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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버들: 
o 한 네트워크에서 중앙집중적인 리소스나 서비스를 

관리하는 특별한 컴퓨터  

o 예, 프린트서버, 웹서버  

o 24x7x365 실행능력 

o 서버가 포함하는 것들: 
o 이중화된 전원공급장치  

o 대량의 메모리장치 (RAM) 

o 대량의 저장장치 (ROM) 
 

o 대부분의 랙은 42x 1U 서버 또는 수많은 
블레이드 서버 포함  

 

랙 공간 =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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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네트워크장치, 센서제어장치속 PC부품 

팬/냉각솔루션  

전원공급
장치  

디스크 
드라이브  

기억장치(
RAM) 

CPU/GPU 

네트워킹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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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스템의 신뢰성  
o 병렬 또는 직렬의 부품을 여러 개로 구성   

o 여러 위치에 중복배치  

o 고장물리(Physics-of-failure)시험을 실시하여 달성하거나, 방어적인 
결과를 성취하거나 어떤 추론적 계산(Extrapolation mathmatics)을 
수행함  

o 공통의 주제 : 이중화(redundancy) 
 

1. 시스템 내에 모든 수명관련 요소들에 대하여 방어적인 
가속수명테스트를 시행  

2. 테스트 고장으로부터 고장률과 확신레벨을 계산  

3. 원하는 수치로 전환  
o MTBF(고장간 평균시간) ≈ 1/ failure rate(고장율) 

o AFR(평균 고장률) = 1 – e(-8760/MTBF) 

o Reliability(신뢰성) = e(-t/MTBF) 
 

 

클라우드의 신뢰성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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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fR 솔루션사는 컴퓨터의 여러 부품을 테스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를 개발함  
o 수동 부품(Passive components) 

o 서브 어셈블리 (예, 팬, 스텝모터, 하드 드라이브, 고체 드라이브, 전원공급장치 ) 

o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 , 그래픽스 프로세서 (GPU), 메모리  (DRAM, SRAM, 
플래쉬 ) 

o FETs 나 다이오드 같은 이산형(Discrete) ICs   

테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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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fR 솔루션사는 어려 전원배분장치에 대한 
벤치마킹 연구를 수행  
o 여러 전류부하레벨 (4-20Amp) 과 온도 

(40°- 60°C) 

o 시뮬레이트된 고장모드 테스트   
o 예. 컨트롤러 전원공장장치 손실, 네트워크 통신장치 

손실  

o 10년간 상시 가동을 시뮬레이트하기 위한 
가속수명테스트  

PDU 테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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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fR 솔루션은 여러 네트워크 노드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 연구를 수행  

o 환경 테스팅 : 일정한 온도, 온도 
사이클링, 습도 노출  

o 기능성 연습  
o 서비스 부인(Denial of service),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라우팅,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대기시간(latency),파워사이클링 

네트워크 데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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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테스팅 

-25°C to 

+90°C 

o 온도 극한치, 사이클링  

o 전원 사이클링  

o 전류, 소리, 속도계 모니터링(고장 
기준)  

o 진동/기계적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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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미디어  

o 통계적인 확신 데이터 
페이로드(payload) – 파일크기, 
타입, 논리 주소 등의 임의성  

 

o 하드 드라이브 

o 고체 드라이브(Solid state drives) 

o 복수 인터페이스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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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집적회로  

ST 플래쉬 메모리 

Intel Ivy 브릿지 CPU Xilinx Artix 7 FPGA 

ATI Radeon GPU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 타워 12층, www.exleetedge.com 

패키지 레벨 테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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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모드 확인(Failure Mode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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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모드확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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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fR 솔루션은 부품 모델링을 하기 위한 턴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는 Sherlock 
ADA 소프트웨어, IC 마모도구, 그리고 
Abaqus난 Ansys를 사용하여 Sherlock과 
함께 FEA모델 결합이 있음  
o 전자부품의 기계적 열적행동을 빠르게 

모델링할 수 있슴 

  

o DfR 사는 이러한 내부 테스트나 분석적 
테크닉을 통해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  
o 열 사이클링 과 상시 온도, 습도, 진동, 기계적인 쇼크  

o SEM/EDX, FTIR, XRF, 디지털 이미지 상관(Digital 
Image Correlation), 동적 기계적 분석( Dynamic 
mechanical analysis) 

모델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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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테스트 구조 실험데이터, 물리학, 재료, 레이아웃 기하학을 사용하는 
예측 모델링 도구는 전자제품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도구임 . 신뢰성 도구는 장치 설계자나 보드레벨 분석을 위해 존재   

o   

 

 

 

 

 

 

 

o 상용장치(COTS)의 가속테스트 데이터, 현장 응용환경과 유사한 
열적/전자적 스트레스조건을 사용하는 신뢰성 예측프로세스는 
장비레벨 신뢰성모델링 도구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함  

예측 모델링 – 집적회로  

EDA & DVT DfR’s Sherlock ADA 

? 
IC Devic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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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움직이는 부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직접회로가 고장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임.  이 장치가 작동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 장치 내에 있는 대전입자(전자와 구멍)의 
이동임  

o 반도체 장치에 내재된 메커니즘의 적극적인 이해를 
가짐으로써   
o 고장 근거가 종종 전기전인 과부하, 정전기적 방전 또는 제조 시에 

제거되어야 할 낮은 품질 서브스트레이트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오해됨.   

o 비난의 화살이 설계나 부품의 선택이기 보다는 응용환경, 사용 프로파일 및 
환경에 맞추어짐  

수명제한 부품에 대한 관심 필요성  

”트랜지스터가 노화된다는 관념은 회로 설계자에게 새로운 개념임. 노화는 트랜지스터가 10년 
남짓은 작동된다는 보증을 하는 엔지니어의 전통적인 전문분야가 되어옴. 그러나, 트랜지스터가 더 
작아지고 더 작은 전압마진으로  작동하게 되어 이러한 보증은 더 어렵게 됨. 트랜지스터 노화는 회로 
설계자문제로 대두됨.   

IEEE 스펙트럼, Ju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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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마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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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evel Functional Groups SPICE library Literature review
Calculate HTOL 

conditions

Manufacturer IP Blocks In-house review
Equ`s and coeff`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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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Test Single DUT
benchmark and 

stress testing
Parametric testing Step stress test

Customer's 

thermo-electrical 

and use conditions

Transistor level to 

Device Reliability 

Calculation

“수평적(다수 원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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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치 특성화  

o 복잡한 IC는 IP블록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하나의 DUT 고려되는 것으로 
해결  

o 이상적으로는, 모든 IP블럭은 트랜지스터들의 한 조직으로서 분류됨  

o 특정 가능한 파라메터를 가지고 IP블록상에서 수행하는 테스팅 또는 
시뮬레이션은 전기적인 조건과 재료적 속성으로 부터 가중하는 요소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임  

 

레이아웃 마스킹  
Symbol 

복잡한 IC 
레이아웃 

8/8/2015 
22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 타워 12층, www.exleetedge.com 

[B] 트랜지스터 스트레스  
 

o 고장메커니즘, 가중요소, 고장물리알고리즘 속 입력등의 적합성을 다음에 
기초해서 설립  
o 회로 내 트랜지스터의 위치와 수량(SPICE 벤치마킹)  

o 회로레벨의 스트레스 부여를 통해 실제 상황특성화(장치 테스팅) 

• Phase-locked loop (PLL) 는 500개 이상의 
트랜지스터  

• CMOS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설계된 회로와 
트랜지스터 모델로부터 만들어진 부품  

• 모든 트랜지스터는 전기적 기준에 대비하여 분석됨  

8/8/20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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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테크놀로지 파라메터  

3중점 금속원자들의 동종 
격자(알갱이)  

격자방향의 이동(경계)  
ttfx = Ax*w*t* J-n * e(Ea/kT) 

• 일레트로마이그레이션(Electro
migration) 

• 절연파괴(Dielectric 
Breakdown) 

• 편향온도 불안정성(Bias 
Temperature Instability) 

• HCE(Hot Carrier Effects) 
• 솔더피로  

 
 

8/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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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진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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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테스트 특성화  

o 테스트 조건들  
o 드레인 편향 과 스텝스트레스 게이트 전압 (Vth)을 

적용 

o NBTI 모델 
o 전기적인 파라메터를 도식  

o  Vth 이동 도식으로 부터 NBTI 전압계수를 해결  

 

 

 

 

Time-Power Law 

제조자/테스팅 접근법 

8/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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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C ‘13 와 MAPLD ’13 에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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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현장 상관관계  

NBTI를 위한 가속변환   

복잡한 IC의 고장률 
 

• 고유한 기능 그룹의 수  
• 기능 그룹의 총 수  
• 각 메커니즘의 기능 그룹 고장에 대한 기여  

Correlation to field stress 

• 개별적인 PFET모델을 사용하여 한 PFET에서 계산 수행  
• 1.75X 전압과 5.5X온도의 가속계수  

 NBTI ASIC 사례연구로 부터의 예  

8/8/201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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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예측 – MTBF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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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마모 연구 & 제공 서비스  

o I 단계  – 부품 특징확인/분류 프로세스 개발 :  
o 낮은 비용으로 높은 반복성이 있는 방법으로 재료와 레이아웃의 기하학적 구조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조사하는 연구를 실행. 전기적이고 열적인 스트레스제공자 측면에서 장치 복잡성과 그 특징의 활용을 
분류하는 능력은 분석되는 각 장치타입에 대하여 두개의 기술적 노드에서 데모됨. 

o 현실적인 모델 구성요소들: 다이 크기 & 재료, 다이 부착, 와이어 접합, 패키지 스타일과 재료, 솔더 
조인트(2단계), PCB스택업과 열 솔루션  

 

o II단계 – 예측 모델 개발 :  
o 서브 마이크론 기술이 적용된 상용장비에서 신뢰성 예측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데모.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IC에다 적용한  현장기초  적용테스트는 높은 스트레스 조건들하에서의 특정한 장비기능 신뢰성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제공. 장비 기능의 신뢰성은 IC의 측정 가능한 물리적 파라메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규화된(normalized) 값으로 표현되어야 함.   

o DfR 솔루션사는 CPU, GPU, FPGA, 플래쉬 메모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프로세스를 개발함.   
o DfR 솔루션사는 패키지, 솔더 조인트, PCB스택업 특징들에 대하여 Sherlock ADA 도구를 가짐.   

 

o III 단계 – 프로세스 자동화 와 도구 개발 :  
o 디지털이미지 상관성 과 IR 이미징을 사용해 열 스트레스를 입력하고, 장비 특징을 자동으로 시각적  

인식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데이터 수집 및 테스트 방법론을 최적화.   
o 예측모델에 전달할 목적으로, 장비 복잡도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가 있는 스마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  
o 열적, 전기적 프로파일의 트레이드오프 분석을 위해 2”x2” PCB상에 장비를 물리적으로 스택업하는 3D 

모델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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