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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Wyrwas 는 DfR Solutions사의 시니어 기술요원중의 하나.  IC 
마모와 관련된 연구를 리드하고 있고, 반도체 고장 메커니즘, 
실리콘 기반 IC 신뢰성 및 고장분석 기법을 수많은 회사, 기관, 
우주 항공관련 컨퍼런스에서 소개 함.   
 

그의 연구는 항공우주 및 군사적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 노드와 IP 블록에 걸친 트랜지스터 고장 행동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50개 이상에 걸친 연구논문 발표.  그의 
전문성은 전자적 시스템의 컴퓨터 기반 스트레스 테스팅, 고장 
분석, 혁신적 디자인과 사이버 보안을 포함함.   
 

그는 AEC, AVSI, SAE, ISO, IPC를 위한 표준 워킹그룹에 참여.  

Speaker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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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U 기술   

 시장 전환   

 반도체 스케일링   

 부품 패키지   

 보드 레벨 신뢰성   

 요구사항   

어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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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는 무엇인가? 

 GPU 또는 그래픽 처리 장치(Graphics Processing Unit) 

 전통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에서 3D 그래픽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됨   

 지난 10년간, 물리학, 질감화(Texturing), 명암화/그림자화(Shading/shadows), 비트 
코인 마이닝(Bit Coin mining), 해쉬 코드 조작(Hash-code manipulation), 
암호화(Encryption) 등에 확대되어 사용됨.   

 반도체 스케일링(Semiconductor scaling) 과 다중-스레드 알고리즘(Multi-thread 
algorithms)은 병렬처리 시장을 재편(이전에 언급된 사용에 더하여) 

Markov 
Folding 

Fur 
Re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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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 CPU는 정수 와 부동소수점(Floating point)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24 
코어(서버)까지를 가짐   

o 이 것은 전통적인 Intel x86 명령어 세트와 일관성이 있음.   

o CPUs 는 특정한 수리적 동작을 다루기 위해 최적화된 진보된 특징을 포함함.   

o 데이터는 단일 명령어 방법론에서 순차적으로(“If, Then” 와 같이)처리되는 경향이 
있음   

 하나의 GPU는 수 천개 코어 포함할 수 있으며, 코어 속에 코어를 가지고 다양한 
작은 계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o 명령어 세트가 개발됨(예, nVidia’s CUDA) 

o 표준 통합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FPGA보다 더 낳은 선택을 만듬.   

o 데이터는 스레드를 그룹으로 실행함으로써, 하나의 명령에 여러 개 데이터(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SIMD)) 형식으로 처리될 수 있음.  만일 스레드가 
수렴하면(Converge), 더 빨라짐.  만일 그들이 분기하면(Diverge), 그 때 명령어는 
순차화됨(serialized) 

 

 

왜 GPU인가? 



©  2004 - 2007  ©  2004 - 2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선유도 코오롱 디지털타워 610호 www.exleetedge.com 6 

 전형적인 컴퓨터 환경   

o 비 이동성(제한된 진동)  

o 통제된 온도(사무실 환경)   

o 예측 가능한 사용률(Predictable duty cycle) 

 

 완전히 새로운 경기종목  

o 험한 이동 환경  

o 환경과 자동차 이동을 인식하는 센서(Sensors)   

o 탑재된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o 차량 제어를 위한 작동기(Actuators)    

전환은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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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수십년동안, 현대적 차량은 크게 변하지 않음   

o 4 바퀴, 엔진, 라디오, 좌석벨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량 전자제품은 차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빠르게 
개선됨   

o 파워 윈도우, 파워 미러, 좌석 난로, GPS   

 고급 차 전자장치의 예:   

o 1970년대에는 BOM이 5%   

o 2005년까지는, BOM의 10%가 됨   

o 이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서, BOM의 35%이상임   

자동차를 위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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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적 전자장치:  차량 운행에 핵심적   

o ABS, 자동 트랜스미션 제어(Automatic transmission control), 시동기(Starters), 연료 
분사(Fuel injection), 전조등(Headlights), 전기기계적 주차 
브레이크(Electromechanical parking brakes) 

 규제 준수 전자장치: NHTSA or DOT에 의해 차량 속에 의무로 규제된 것   

o 에어백(Airbags), 배기가스 규제(Emission controls), 백업 카메라(Backup cameras), 
충돌탐지 레이더(Collision detection radar) 

 차별화 전자장치: 고유한, 맞춤형 기술   

o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적응 순항제어(Adaptive cruise control), Wi-Fi 연결과 
최신 운전자 지원시스템(Wi-Fi  connectivity and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차량에 대한 일반적 성장: 

o 충돌 탐지(Collision detection), 인대쉬 디스플레이(In-dash displays), 
전방표시장치(Heads up display (HUD)),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nfotainment 
systems), 차량간 (Vehicle-to-vehicle (V2V)) 통신과 Wi-Fi   

 

 

 

자동차를 위한 전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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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전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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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주행차: 

o 수많은 자동차 교통 개선에 대한 약속중의 하나   

 고속도로 능력과 교통 흐름 모두 증가   

 더 빠른 반응 시간, 더 적은 연료 소비와 더 적은 오염   

o 도전과제들: 

 매일 운행이나 험한 주행환경에서도 안전할 것   

 인지(perception), 내비게이션(navigation), 제어(control) 문제   

자동차에 대한 전환 : 자율 주행차(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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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성취사항들: 

o 운전자에 대한 차로 이탈 경고(Lane departure warnings) 를 쉽게 하고, 
차로 유지 지원시스템(Lane keeping assist systems)에서 운전자 
전방제어를 보강해 주는 차로 탐지(Lane detection)   

o 적응 순항제어 시스템을 사용해 운행하는 전방에 대한 탐지와 
추적(Detection and tracking  

o 만일 운전자가 너무 느리게 반응하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충돌제어 시스템(Pre-crash systems)  

자동차에 대한 전환: 자율주행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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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시스템(Vision systems) 은 AI의 눈임.   

o 레이더(RADAR (RF)) 

o 라이더(LIDAR (빛)) 

o 초음파(Ultrasonic) 

o 360° 비디오 카메라   

 시각적 센서는 실시간 물체 탐지, 추적, 확인 과 
분류를 함   

o 브레이킹, 주차, 차선 탐지와 같이 최신 운전자 
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에 핵심적   

 시간에 따라 이산적인 방법으로 정적이고 
동적인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도전적 
과제들   

 

자동차에 대한 전환: 센서 기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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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적 차량에는 차량 건강의 여러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100개까지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음   

o 이러한 장치에 의해 발생된 정보의 취합은 빅 데이터(“Big 
Data”로 간주됨 – 자동차 자체로 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수준   

 차량에 탑재된 모든 분산 또는 중앙집중형 처리는 실시간 
성이 지원되어야 함   

o 모든 데이터는 “행동”이 처리되기 전에 의도된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함.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중화를 활용한 
분산형 보우터 시스템(Distributed voter systems)에는 특히 
중요.   

 “에어백을 전개할 것인지 아닌지”   

 데이터 많이 소비하는 예: 8-Bbean LIDAR 센서 

o 지점당 144 바이트를 가진 864,000 3D 지점/sec 
  = 125 Mbps, 1Gbps Ethernet 요구 

자동차에 대한 전환 : 높은 대역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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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와 DARPA 경쟁이 지난 10년간 존재.  이러한 시스템 아키텍춰는  
단순하지만 양산차량의 예시   

자동차를 위한 전환 : 자율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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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차가 출현하고 처리통신모듈을 
요구함   

o 병렬 처리기(Parallel processor (GPU)) 

o 이더넷 제어기(Ethernet controller) 

o 셀룰러 모뎀   

o Wi-Fi 제어기   

o 데이터 저장장치   

o 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Human Machine 
Interface (HMI))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제스처   

 이러한 IC의 일관적인 특징은  

o 최신의 미세가공기술(Leading edge 
lithography) 

자동차에 대한 전환 :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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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U와 같은 고성능 COTS(consumer off the shelf)는 최신 미세 
가동기술을 사용해 제작됨(예, 28nm)   

o 50nm 아래의 기술 노드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는 매우 제한된 양   

o 이전 세대가 성숙하기 전에 새로운 미세 가공기술 프로세스가 도입됨   

o COTS 장치는 사용자들이 경쟁적 장점을 가지기 위해 대체해 버리기 
때문에 짧은 미션 수명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   

 최상의 성능을 찾지만 1, 4, 10년 운행 이후에 그 성능이 무엇인지는 
어찌 알겠나?  

o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데 더 작은 특징 크기에서는 더 크게 발생함   

반도체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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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가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고장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오류임. 이들이 작동되는 진짜 이유는 전하 캐리어(전자 
또는 홀)가 그 내부에서 이동하는 때문”   

 반도체 장치에 내제된 메커니즘의 선제적 이해를 가질 필요   

o 고장 시그너처(Failure signatures)는 과도 전기(Electrical overstress), 
정전기적 방전(Electrostatic discharge)  또는 제조 동안에 
제거되어야만 했던 낮은 품질 서브스트레이트(Poor quality 
substrates)에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잘못 해석됨   

o 디자인 또는 부품 선택 보다는 응용과 환경에 비난을 함.   

 

반도체 신뢰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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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파라메터는 전기장(Electric field)임   

 이 것은 기본적인 반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대한 것임   

o 산화물 두께를 가로지르는 전압(Voltage across the thickness of an oxide 
(E=V/toxide))으로 표현 될 수 있음   

o 만일 우리가 산화물을 빠르게 스케일 하지만 전압을 느리게 또는 전혀 
스케일 하지 않으면 무엇이 발생하나?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큰 전기장   

 전기장은 전하 캐리어 이동을 야기(밸런스 밴드와 전도대 
전자(valence and conduction band electrons))핵심은 이 이동을 
제어하는 것   

o 그러나, 매운 작은 스케일에서, 이 것은 다루기 힘들고 원하지 않은 효과를 
야기함   

 핫 캐리어 효과(Hot Carrier effects), 바이어스 온도 불안정성(Bias Temperature 
Instability), 메모리 속 비트 플립(Bit Flips in memories), 래치업(Latch Up), 
유전체 파괴(Dielectric Breakdown),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Electromigration) 

반도체 신뢰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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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 동작에서, 전하 캐리어는 드레인으로 
가는 길에 격자와 충돌(이온화 충격)하여 
캐리어 이동성이 줄어듬.   
o 잠재적인 눈사태 증식(Potential avalanche 

multiplication) 

o 표면 결함(Surface defects)으로 이어짐   

o 게이트 산화물(Gate Oxide) 속에 또는 그를 따라 
전하가 가두어짐  

 패해는 전기장이 높은 드레인 영역에서 발생   
o 온 저항(On-resistance)과 어깨 전압(Knee-

voltage)의 증가로 나타나 성능을 저하시키고 
임계 전압(Threshold voltages) 을 변경함   

o 게이트 산화물 피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   

o 게이트 산화물 파괴(Gate oxide breakdown)와 
달리 핫 캐리어 저하(Hot carrier degradation) 
는 동작 시간 동안 서서히 저하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재앙적인 것이 아님.   

 

반도체 신뢰성(계속)   

Conduction 
Band 

Valence Band 

Energy Space  

Energy of 
Trap 

Re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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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장치는 저하되고 성능이 크게 변할 수 있음.   

o 수정 같은 구조 내에서 재질 안정성/스트레스   

o 필름이 부드럽게 파괴(Soft breakdown of films) 

o 인터페이스 접합 피해나 임계 전압의 변경   

 정상적 동작(마모)에 의해서 뿐 아니라 자동차 환경과 관련된 진행성과 열적 
극단성(Transients and thermal extremes)이 수명을 더 나쁘게 할 수 있음. 

o 높은 온도는 유전체 파괴(Dielectric breakdown)와 바이어스 온도 불안정성(Bias 
temperature instability)을 더 가속시킴  

o 저온은 핫 캐리어 효과(Hot carrier effects)를 가속시킴   

반도체 신뢰성(계속)   

TSMC 신뢰성 문서 DfR Solutions 테스팅 및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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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M의 응용 수명에 가장 적합한 부품이 어느 것인지를 적당하게 
평가하는 데이터가 제한적임   

o 시스템이 매년 크게 변경되지 않고 새로운 제품도 아직 성숙하지 않는 
이유임  

o 유사한 시장에서 몇 가지 방법론들이 생겨남. 예, SAE 6338   

o DfR Solutions 은 0.5 마이크론 이내 기술에 대한 반도체 메커니즘을 
평가하는 혁신적인 방법론을 개발함   

 
 

 

반도체 신뢰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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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장치는 FEOL(Front-end-of-line)과 BEOL(Back-end-of-line) 
메커니즘에 의해 영향 받음.   

 백 엔드 메커니즘은 EDA 레벨에서 디자인 검증 규칙을 통해서 보통 
제거됨   
o 이런 것으로는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과 층간 유전체 파괴(InterlayerDielectric 

breakdown)가 있음   

 프론트 엔드 메커니즘은 이들 장치의 성능과 전기적 여유도에 영향을 
주고 디자인으로 제거될 수 없음.   
o 이런 것으로는 핫 캐리어 효과(Hot carrier effects)  

     이온화 충격(Impact ionization), 바이어스 온도 불안정성 

     (Bias temperature instability)이 있음 

o 마모 메커니즘으로 고려됨   

  

반도체 신뢰성(계속)   

EDA & D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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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장치가 크기가 줄어드는 동안, 그들의 패키지 레벨 연결 밀도는 
지수적으로 증가함.   

o 전통적인 패키지 향상이 이루어지었지만 성능을 유지하는 특징을 
제시하지는 못함. 예를 들면, 구리 상호연결은 45nm에서 7nm 노드로 
가면서 저항이 거의 50%가 증가함   

부품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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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패키징 대부분은 PC나 Laptop을 위한 인텔 
프로세서와 같이 단일 장비를 패키지 하는 것임.   

o 전통적인 패키징은 자동차 응용환경(마이크로 
프로세서 BGA, 메모리 BGA등)에 미미한 가치만을 
제공    

o 최상의 패키징은 패키징과 어셈블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패키지 속 시스템(System in Package, 
SiP) 또는 다중 칩 패키지(Multi-chip Package)와 같이 
칩 우선 또는 임베디드 패기징의 시초임  

o Georgia Tech은 이러한 다음 세대의 통합을 시스템 
무어의 법칙(System Moore’s Law) 이라고 부름   

 시스템 스케일링의 최종적인 목표는 단일 패키지 
위에 전 시스템을 올리는 것임   

o 이 개념이 시스템 스케일링과 이질적 통합에 기초한 
3D 시스템 패키지임   

부품 패키지(계속)   

CPU 

FLASH 

FLASH 

FL
A
S
H

 

FL
A
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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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루 실리콘 비아(Through silicon vias (TSVs))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   

o 칩과 유리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의 초단 상호접속으로 개선된 성능이 오게됨   

 만일 복수의 칩이 활용된다면, 이들 사이를 가능한 한 가까이 유지하는 
것은 성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임.   

o 이는 보통 2.5D 또는 3D 통합을 통해 성취됨. 이 것은 다중 칩 모듈과는 
다른 데, 그 안에서는 상호연결을 펼치기 위해 FR4 서브스트레이트가 아닌, 
실리콘이 사용됨.   

부품 패키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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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유리 인터포저(Glass interposers) 인가?   

o 장비 패키지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의 열-기계적 반응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에 더해 PCB내에 서로 다른 재질을 고려할 때, 그 시스템 내 
열팽창계수(coefficients of thermal expansion (CTE))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o 다른 장점: 

 매우 평평한 서브스트레이트 때문에 높은 와이어링 밀도   

 글로벌 와이어링이 인터포저 상에 있기 때문에 각 칩 상의 와이어링 층이 
효율적임   

 TSV에 대한 배제(keep-out) 영역이 없기 때문에 각 칩상에 활성화 영역이 
효율적임    

 커다란 다이를 파티션닝 하기 때문에 활성화 장비에 더 낮은 비용   

 더 작은 플립 칩 범프 피치(flip-chip bump pitch) 때문에 활성화 장비에 더 낮은 
비용 

 수동장치를 서브스트레이트에 통합할 수 있음   

부품 패키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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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재질 비교가 Sherlock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Sherlock 은 고 정밀 모델링 능력을 사용하여 패키지를 평가할 
수 있음   

부품 패키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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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IC 는 회로 보드 개선에 대한 필요를 만들어냄   

o 구조 기반 전자장치   

o 저온 과 고온 서브스트레이트   

o 유연한 전자장치(Flexible electronics)  

 특징   

o 고 밀도 상호접합   

o 고속, 임피던스 일치 트레이스   

 제어된 정전용량(Controlled capacitance) 

 ESD 보호   

o 열적 관리   

 비아를 사용한 열 발산   

 평면과 히트싱크를 사용한 열 퍼짐   

보드레벨 신뢰성 

DfR Solutions 은 내부 연구 
프로그램에서 유연한 

서브스트레이트를 테스트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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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에 관한 몇몇 이슈를 생성함.   

 열 사이클링이 이 효과를 더 악화시킴   

 고려해야 할 3가지 경우: 

o 평판에 접합된 보드  

o 보드에 부착된 히트싱크   

o 하우징에 부착된 보드   housing 

 몇몇 솔루션 제안들: 

o 어깨 볼트(Shoulder bolts) 

o 구멍 대신에 슬롯(Slots) 

 

보드레벨 신뢰성(계속)   



©  2004 - 2007  ©  2004 - 2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선유도 코오롱 디지털타워 610호 www.exleetedge.com 30 

 왜 과도 제한 보드가 고장을 야기하나?   

o 우리는 보통 보드와 부품 사이에 CTE 
불일치를 고려함   

o 외부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보드 
CTE값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보드 CTE 와 알루미늄 CTE 불일치   

o 고온에서 : 알루미늄은 보드보다 더 확장함   

o 저온에서: 알루미늄은 보드 보다 더 수축함   

 

보드 레벨 신뢰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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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적으로는 보드가 평평하게 
남아있기를 원함   

 보드의 유효한 CTE 가 더 높음   

 매우 높은 국부적 구부러짐을 초래할 수 
있음   

 예: 

o 400사이클이 안되어 QFP 고장  

o 200사이클이 안되어 QFN 고장   

 

 

보드레벨 신뢰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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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에서 150도 환경온도에서 작동되는 동안 전형적인 수명은 
7년에서 14년   

 테스트 요구사항은 엔진부, 승객부, 다른 차량위치로 다양함   

 반도체 공급업체는 특정한 IC가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응용환경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님   

o 특히 상용등급 부품에 일치하는 2급 또는 3급 응용환경에서 사용된다면.   

반도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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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고 다양한 부품에 대한 OEM 과 Tier 1 으로부터 늘어나는 
요구는 강화되는 반도체 산업의 대응범위를 초과하고 있음   

o 합병은 PLD 스타일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이 독자적 다기능 고 
복잡성 제품의 출시를 허용하는 IP 라이브러리를 결합하게 함.   

o 그러나, 이것은 시장 경쟁에서 복잡성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형태로, 
점점 더 적은 제품이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함.   

 경제적이고 높은 성능을 가지려는 압력 때문에,  표준화된 
제품들이 오늘날의 상용화된 표준 자동차 응용환경을 주도하게 
함 

반도체 산업(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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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 응용환경을 위해 개발된 부품은 특히 다름   

o 자동차를 위한 워크플로우 프로세스는 사용 장치와는 매우 다름   

o 특정한 측정치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게 배치되며, 자동차에서의 고장 
위험을 완화함.   

o 결과적으로, 더 높은 전압, 더 높은 ESD, 더 높은 온도, 에러 정정, 그리고 더 
높은 테스트 커버리지 목표 때문에 실리콘이 더 커짐   

 이러한 모든 부담은 자동차 수량이 전체 사업에서 단지 일부만을 
차지하는 표준화된 부품에는 적합하지 않음.   

반도체 산업(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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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표준 부품을 선택하는 것은 
주의를 요구하는 데:   

o 디자인, 프로세스, 그리고 테스트에 있어 잠재적인 간격   

o 사고나 현장 고장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   

반도체 산업(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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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산의 문제에 대한 작은 팁   

o ISO-16949, ISO-26262 그리고 AECQ100  준수 

o 완료된 어셈블리는 -50도에서 150도까지 온도범위에서 
3000시간까지 가속수명테스트를 수행함.   

o 검증에는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음.   

요구사항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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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C “Q” 사양이 IC, 이산형 반도체, 수동 부품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임(각각, Q100, Q101 그리고 Q200).  

 이들의 목적은 장비가 지정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응용환경에서 어떤 레벨의 품질과 신뢰성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임. 이 요구 테스트는 제조사가 각기 적용할 시장 
분야에서 확인되고, 적용 가능한 JEDEC, AEC, 군사용 표준을 만족해야 
함.   

 제조사들은 ISO/TS-16949에 인증되어야 하는 데 이는 생산부품 승인 
프로세스(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PPAP))를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결함 제로(zero defects)를 보증하는 것을 
포함.   

요구사항 차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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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차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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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차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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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Semiconductor 에서 보고된 결함성 전기적 검사의 유효성은 
10억개당 100부품보다 적음  

 이는 결함레벨이 백만개당 3.4 아래이어야 한다는 6-시그마 품질 
접근법보다 좋은 것이고 우주 등급 부품용으로 지정된 품질 레벨 보다 
우수함.   

요구사항 차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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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제가 있음  

o 자동차 부문에서도 상용 기술이 새로운 제품 특징을 주도할 것임.   

o 반도체와 패키지 스케일링은 신뢰성/내구성 위험을 증가시킴.   

o 새로운 열적 도전과제는 더 밀도 높은 패키지와 회로 카드 
모듈로부터 늘어남   

o 활발한 자동차 검증 테스트가 선도적인 상용 기술에 혹독한 시련이 
되고 있음.   

 이러한 도전과제는 수명의 초기에 신뢰성 디자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함으로써 관리될 수 있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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