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항공 전자장치 신뢰성 

평가방법 및 시뮬레이션 사례

    ● 권형안 (㈜엑슬리트엣지 대표이사) ●

기 획 특 집  ④기 획 특 집  ④

I. 서  론

“들여온 지 10개월도 안된 글로벌 호크, 4대 중 2대 벌

써 고장”. 2020년 10월 21일 중앙일보 기사제목이다[1]. 

아마도 랜딩기어 착륙장치는 기계적인 충격에 의한 파

손으로 기름이 새는 문제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핵심제

어센서의 이상은 지상에서 고고도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

른 열충격의 반복이나 매 정찰비행동안 장시간 작동해야 

하는 임무부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뢰성 문제

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랜딩기어(약 1억원이라고 가정), 

센서(약 1천만원이라고 가정)의 문제로 2천억원에 이르는 

글로벌호크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제

품신뢰성은 운영하고자 하는 응용환경과 미션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실제 상기 글로벌호크제품은 

1994년에 순수생산단가(개발비 제외)가 $10M(약 120억

원)에서 2013년에 $131.4M(약 1500억원)으로 급격히 높

아지어 미국 내에서도 생산단가 증가에 대한 조사를 체계

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2]. 이 검토보고서는 주요 문제 항

목 중의 하나로 신뢰성목표(85%로 추정)나 관리체계의 부

재를 지적하고 있다.

주식회사 엑슬리트엣지에서는 국방 관련 주요 제품

에 부여된 신뢰성 목표와 대표적인 미션프로파일에 대하

여 조사하여 분석정리한 경험이 있다. 표 1은 MIL-HBK-

810H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규격이나 시험기준을 참고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수명기간은 창정비기준이 있는 것은 

창정비까지를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글로벌호크에 대응되는 드론인 RQ-2는 약 20년간의 

수명기간동안 매일 5시간씩 정찰업무를 수행할 경우 84%

의 신뢰성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예시한 각각의 무기체계 전자장치가 수명기간동안 지정된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수명기간에 대한 

정의, 노출된 응용환경 및 운영프로파일의 지정, 달성하고

자 하는 신뢰성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글로벌호크

의 경우에서 예시하였듯이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이 적

용된 경우 부족한 시험이나 부재한 현장운영데이터로 인

해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최

근에는 높은 성능과 기능, 지능화, 자율화 등의 혁신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내재화됨에 따라, 전기전자 하드웨어

● 그림 1 ● 중앙일보 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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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프트웨어가 무기와 장치의 전체 신뢰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기전자하드웨어의 신뢰성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관련성을 중심으로 다루려

고 한다. 전통적으로 우주항공분야는 높은 신뢰성을 요구

하는 인공위성, 항공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체계와, 제한

된 공급자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공급망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의 발전으로 PC, 인터넷, 휴대폰, 

IOT, 전기차/자율차 등으로 이어지는 전기전자산업의 글

로벌화, 소형화, 대량생산에 따른 저가화가 가속되고 공

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신뢰성 측면에서 대량의 수요를 충

족해야 하는 초중급 신뢰성 부품이나 구성품이 우주항공

분야에도 공급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응용환경이나 

운영요건 대비해서 낮은 신뢰성의 부품이나 구성품이 사

용됨으로써, 이전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우주항공분야 최

종 제품공급자(OEM)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신

뢰성에 대하여 크게 적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산업계 문제를 걱정하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모여서 공동

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

는데, 그 중의 하나가 AVSI(Aerospace Vehicle Systems 

Institute[3])라는 연구협력환경단체이다. 이 단체 안에는 

주요 우주항공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

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도 협력

하고 있다. 그림 2는 현재 이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들

이다.   

이 단체에서 수행하는 연구주제 안에는 시스템신뢰성

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우주항공용 전자시스템의 장기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소 등에 대한 평가와 완화

방안 연구가 관심프로젝트로 지속되었다. 이 프로젝트들

에는, 반도체에 대한 방사선 영향, 반도체 마모, 최신 마

● 표 1 ● 국방장비별 신뢰성 목표와 미션프로파일 예(출처: 엑슬리트엣지) 

● 그림 2 ● AVSI 멤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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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로프로세서와 상용규격품(Commercial-off-the-

shelf) 장비, 신뢰성예측 및 방법론에 대한 통합 프로세스 

개발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상용규격품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수행된 AFE 75프로젝트(COTS

신뢰성),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진행된 AFE 

83 프로젝트(반도체 신뢰성)를 수행한 결과를 알아보겠

다. AFE 75의 수행결과로 미국 교통국(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는 2017년 9월 DOT/FAA/

TC-16/57[4]라는 정보교환문서를 만들어 후속조치를 이

어가고 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과정을 통해 확인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뢰성물리학분석

의 방법론, 표준화, 도구, 적용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II. 우주항공시스템의 AEH(Airborne 

Electronics Hardware) 신뢰성 

2.1 SAE ARP 6338[4] 표준

2015년 12월 규정된 SAE ARP 6338은 “제한수명 마

이크로회로의 조기마모에 대한 평가 및 완화프로세스

(Process for Assessment and Mitigation of Early 

Wearout of Life-limited Microcircuits)”라는 제목의 반

도체 신뢰성규정이다. 

마이크로회로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우주항공사용자에 

대한 조기 마모위험도 증가되었다. 우주항공산업은 이러

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적 

불이익을 주지 않고 미래 제품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마

모에 대한 분석과 시험에 표준화된 접근법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ADHP(Aerospace,Defense, and High Performance) 

응용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한수명마이크로회로(Life-

limited Microcircuts, LLM))에서의 조기 마모 효과를 평

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기술한 규정이다. 마이

크로회로기술이 점점 더 작은 특징요소를 가지게 됨에 따

라서 ADHP에서의 조기 마모는 ADHP 설계, 부품 선택, 

그리고 신뢰성 평가에 대한 이슈가 되었다. 마모고장은 활

성화된 영역, 유전체, 그리고 실리콘장치 도체에서 재료

적 열화로부터 야기된 내재적 고장으로 정의된다. 보통, 

이러한 고장은 비임의적 또는 비상수적 고장률 분포에 따

라서 일어나고, 따라서 고장까지 시간(Time to Failure) 

또는 고장일부(Failure fraction)로 표현된다. 초기 마모

는 마이크로회로가 ADHP 장비 내에서 요구작동시간보

다 수명이 더 짧을 때 발생한다. 이 규정에서는 패키지 고

장을 다루지 않는다. 보통 패키지 고장은 고장간 평균시

간(Mean Time Between Failure, MTBF)으로 표현되

는 외적 랜덤고장률인데, 일정하거나 줄어드는 고장률 분

포를 가진다. LLM 고장메커니즘에는 전자마이그레이션

(Electromigration, EM), 시간의존 유전체해체(Time-

dependent dielectric breakdown, TDDB), 고온캐리어

주입(Hot Carrier Injection, HCI), 바이어스온도불안전

성(Bias Temperature Instability, BTI)이 있다. 장비의 설

계, 재질 그리고 제조기술에 따라서 이러한 메커니즘 중의 

하나가 주어진 ADHP 응용환경에서 주도적일 수 있다. 오

늘날 ADHP 응용환경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회로의 대부

분은 ADHP가 아닌 시장을 목표로 한 COTS 부품이다. 그

리고 이 시장에서 요구되는 수명은 보통의 경우 ADHP에

서보다는 상당히 짧다. COTS 부품제조사는 자기 부품 기

대수명을 목표응용환경에서 평가하지만, ADHP 응용환경

에 대하여는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거나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적당한 분석을 수행하고 필요한 곳

에서는 요구수명대비 부족수명에 대한 완화내용을 제공해

야 하는 것이 ADHP 사용자의 책임이다.

그림 3은 제한수명 마이크로회로의 구분, 평가, 완화 프

로세스를 단계별로 도식화 한 것이다. 이 안에는 조기마모

에 대한 위험 분석 및 완화방안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만일 이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부적합한 것

으로 판정되면, 마이크로회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유

응용환경에 부적합한 부품을 사전에 제외시킬 수 있지만,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부품을 판매할 기회를 잃게 되니 매

우 영향이 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3.1단계는 응용환경 요구사항이다. 여기서는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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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의 수명에 영향을 줄 잠재성이 있는 요구 환경과 운영

조건을 정의하고 문서화한다. 예를 들면, 주위온도, 접합

온도, 운영전압, 임무사이클 등.

3.2단계는 LLM 확정단계이다. 여기서는 다음의 고장메

커니즘(EM, TDDB, HCI, BTI)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 때

문에, ADHP 응용환경에서 조기 마모에 노출된 서브어셈

블리, 어셈블리, 장비 속의 모든 잠재적 LLM을 구분해 낸

다. 응용환경 속에서의 부품 수명이, 부품 데이터쉬트나 

다른 장비 제조사 정보에 의해서 보증될 수 없는 ADHP 

장비의 부품목록에 모든 마이크로회로를 포함시킨다. 최

소한 이 목록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50나노미터(nm)보다 

작은 특징요소크기를 가진 COTS 마이크로회로를 포함하

는 것이 보통이다. 

3.3단계는 LLM 제조사에 의한 특정 응용환경 평가단계

이다. 가장 신뢰성이 있는 평가이자 가장 선호하는 것은 

ADHP 응용환경에서 LLM의 기대수명에 대한 추정값이 

제조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이는 특정 마이크로회

로 또는 마이크로회로 패밀리에 대한 제조사의 시험데이

터, 가속모델, 설계정보, 재료, 생산기술 그리고 응용환경

상에서의 사용조건에도 기초하는 것이다.  

3.4단계는 응용가능한 실행서비스데이터를 가지고 

LLM 사용자가 특정 응용환경을 평가해 보는 단계이다. 

LLM 사용자가 유사한 응용환경에서 유사한 LLM로부터 

얻어진 실행서비스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 평가는 

LLM 사용자가 상세히 지정한 범위한계 내에서, 차이가 고

려된 수정안을 가지고, 제시된 사용조건과 실행서비스데

이터를 비교하는 것이 포함된다. 

3.5단계는 LLM 사용자의 분석단계이다. 이 분석 프로

세스는 두 개의 주요소를 가지는데: (1) 3.5.1.1, 3.5.1.2, 

3.5.1.3단계에서 선호하는 순서로 기술된 것과 같이 적절

한 시험데이터 (2) 3.5.2.1, 3.5.2.2, 3.5.2.3단계에서 선호

하는 순서로 기술된 것과 같이 신뢰성 있는 가속모델. 그

림 4는 여러 출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와 가속모델

에 대한 가이드이다. 3.5.1단계는 시험데이터이다. 3가지 

● 그림 3 ● 프로세스 플로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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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류의 적정데이터는 선호하는 순서로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3.5.1.1 LLM 단계는 제조자 데이터이다. 

예들로는 다음이 있다. 가속스트레스 시험으로부터 얻어

진 데이터(예: 제조사가 설계하고 수행한 HTOL); LLM 제

조사가 개발기간동안 원시구조상에서 실행한 시험으로부

터 얻은 데이터; 제품 서비스성능과 관련하여 LLM 제조사

가 얻은 데이터. 적합한 데이터로는 특정한 마이크로회로 

또는 유사한 기술, 크기 등을 가진 마이크로회로에서 수행

된 시험들로부터 얻어진 것, 특정 마이크로회로의 구조를 

대표하는 원시적 시험구조상에서 수행된 데이터로부터 얻

어진 것이 될 수 있다. 

적합한 데이터는 검증시험, 또는 주기적인 제품 및 프

로세스 모니터링의 부분집합일 수 있다. 3.5.1.2단계는 

LLM 사용자 데이터이다. LLM 사용자가 설계하고 실행한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믿을만한 데이터는 4가지 주된 고

장메커니즘에 대한 장비 민감성을 고장물리(Physics-of-

Failure) 기반으로 이해한 것에 기초한다. 보통, 이러한 시

험은 LLM 제조사가 정의하고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시험

이다. 3.4,1.3단계는 일반화된 데이터 단계이다. 일반화된 

데이터는 LLM 제조사 또는 사용자가 아닌 자가 수행한 것

으로 특정 마이크로회로의 시험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 예

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ADHP 응용환경에

서 사용된 장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장비 상에서 제조사 

또는 사용자가 얻은 시험데이터; ADHP 응용환경에서 사

용된 LLM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에 대하여 저작

물상에 보고된 시험데이터; 응용환경에서 사용된 LLM 또

는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부터 얻어진 실행서비

스 고장 및 신뢰성 데이터; 적절함이 현실적으로 보여진 

기타 데이터. 3.5.2단계는 가속모델 단계이다. 가속모델

은 시험데이터를 4개의 주요 수명제한고장메커니즘(EM, 

TDDB, HCI, BTI) 각각에 대하여 주어진 마이크로회로

의 기대수명 예측값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된다. 가속모델

의 예는 그림 4에 있다. 추가적인 예는 JEP122 “Failure 

Mechanisms and Models for Semiconductor Devices”, 

JESD74 “Early Life Failure Rate Calculation Procedure 

for Electronic Components”, ANSI/VITA 51.2-2011 

“Physics of Failure Reliability Predictions”를 참고하

고 그림 4에 있는 모델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JESD46 

“Customer Notification of Product/Process Changes 

by Solid-State Suppliers”를 참고하면 된다.  

수용가능한 가속모델은 LLM상의 스트레스를 서술하

는 용어로 다음이 포함된다. 전압, 전류, 전기장 강도, 주

● 그림 4 ● 가속모델의 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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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등과 같은 동작 스트레스; 온도, 온도변화 등과 같은 

환경스트레스. 3가지 주된 가속모델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선호하는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3.5.2.1단계는 LLM 제

조사 모델이다. 대부분의 마이크로회로 제조사는 제품개

발 프로세스동안에 자신의 모델을 개발한다. 제조사들간

이나 제품타입별로 아주 높은 유사성이 있다고 하지만 설

계프로세스, 재질, 제조 프로세스 때문에 모델들은 편차

가 있다. 마이크로회로 제조사 모델은 다른 모델보다 선

호된다. 그러나, 이 모델 대부분은 제조사의 사적 고유자

산이다. 3.5.2.2단계는 LLM 사용자 모델이다. 마이크로

회로 ADHP 사용자 중의 일부는 특정한 응용환경에서 특

정 LLM에 대하여 자신만의 가속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충

분한 시험, 분석, 설계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기대수준과 동일하거나 우수하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으

면 수용가능하다. 3.5.2.3단계는 일반화된 모델 단계이다. 

LLM 제조사 또는 사용자가 개발한 모델이 없을 경우는, 

믿을만한 일반화 가속모델이 출판물로부터 얻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모델은 기대수준과 동일하거나 우수하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다면 사용될 수 있다.  

3.6단계는 대체방법에 관한 단계이다. 만일 앞에서 기

술한 방법보다 우수하거나 응용환경에 적합하다는 점이 

보여질 수 있다면 대안 평가방법도 수용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LLM 사용자(예: ADHP 장비 제조사와 ADHP 장

비 고객) 사이에 합의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Ansys 

Sherlock IC 마모모듈로, 앞에서 언급된 4가지 고장메커

니즘에 대하여 사용자 응용환경에 맞추어진 신뢰성 예측

값을 제공한다. 그림 5는 Ansys Sherlock 이 제공하는 고

장메커니즘과 수명예측에 사용되는 파라메터값을 예시한 

것이다.

3.7단계는 완화방법 및 위험분석 단계이다. 3.2단계에

서 정한 고장메커니즘별로 마모수명이 장비의 요구사항보

다 낮게 평가된 각 마이크로회로에 대하여, 수명을 늘리거

나, 조기 마모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의하고 구현

한다. 완화방안의 예로는 전기적인 스트레스 관리(적용전

압 감소, 전류 감소, 동작주파수 감소), 열적 스트레스 감

소(외부온도를 낮춤, 냉각), 시스템 설계 및 동작조건 관리

(임무 사이클 축소, 중복회로, 더 커진 특징요소 사용), 유

지보수 활동관리(기 일정 교체) 등이 있다. 완화방법이 사

용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모두를 포함하는 LLM에 대하여 

아직 남아있는 위험들을 정의해야 한다. 위험들에는 (a)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b) 부정적인 이벤트 발

생의 비용. 위험분석은 고장모드효과중요도분석(Failure 

Modes, Effects, Criticality Analysis, FMECA), 고장트리

● 그림 5 ● Ansys Sherlock IC 모듈 고장메커니즘별 파라메터값(출처: 엑슬리트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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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Failure Tree Analysis) 또는 다른 규정화된 방법들

을 포함할 수 있다. 위험 분석은 다른 비 규정화된 방법들

은 포함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위험을 계량화하는 것

이 아주 바람직하다. 위험분석의 목표는 ADHP 제조사와 

고객에게 LLM 사용과 관련해서 무엇을 수용할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2 SAE ARP 6379[6] 표준

산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해결책은 2016년 11월에 발간

된 “Processes for Application-Specific Qualification 

of Electrical, Electronic, and Electromechanical 

Parts and Sub-Assemblies for Use in Aerospace, 

Defense, and High Performance Systems”라는 제목의 

ARP(Aerospace Recommended Practice, 우주항공분

야 권장 베스트프랙티즈로 강제규격이 아님)로 규정화되

었다. 우주항공, 국방, 고성능(Aerospace, Defense, and 

High Performance, ADHP) 산업이 상용부품(COTS) 

및 구성품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COTS 제조사들

이 사용하고 있는 검증시험(Qualification Test) 및 방법

이 ADHP 산업이 아닌 목표시장을 대상으로 한 필요성

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ADHP 응용환경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COTS을 ADHP 시

스템에 통합하여 사용하려는 제조사(OEM)에게는 자신

의 응용환경에서 이들이 검증될 수 있는지를 확신하는 것

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 SAE ARP 6379가 만들어지어, ADHP 시스템 내 전기

적, 전자적, 전기화학적 부품과 구성품에 대한 응용환경

기반 검증프로세스(Application-specific qualification 

process)를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즉, 일

반화된 검증(Generic Qualification)과 응용환경기반검

● 그림 6 ● 응용환경기반 검증프로세스 플로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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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Application-specific qualification)을 명확하게 구분

한다. 일반화된 검증은 검증된 항목이 목표한 일반 응용환

경에서 의도한 기능을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확신을 

제공하는 표준화된 시험과 방법으로 구성한다. 보통은 일

반화된 검증 방법, 프로세스, 시험은 해당 부품 제조사가 

정의하고, 부품 사용자는 검증과 시험을 위해 제조사와 협

의한다. 이러한 일반화된 검증 데이터와 결과는 응용환경

기반 검증에 대한 베이스라인으로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응용환경 고유의 데이터와 결과가 없다면 충분

하다고 할 수 없다. 일반화된 검증과는 달리 응용환경기반 

검증은 해당 부품의 ADHP 사용자에 의해서 수행되며, 응

용환경에 맞추어진 일련의 시험과 방법을 적용하여, 자신

의 응용환경에서 의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신

하는 과정이다.

그림 6은 SAE ARP 6379에서 응용환경기반 검증 프로

세스를 도식화한 것이다. 

검증 단계는 3.1에서 3.7까지 총 7개의 단계로 구성되

어 있다. 

3.1단계는 응용환경 고유의 요구요건을 문서화하는 것

으로 환경조건, 설계 및 운영조건을 포함한다. 통상 요구

요건은 해당 응용환경에 대한 사양서, 계약서, 설계문서에 

정의되어 있다. 3.1.1단계는 운송, 저장, 운영, 유지보수

를 포함한 라이프사이클 동안 경험하게 될 환경 및 운영조

건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스트레스 수준과 노출시

간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다. 온도 한계, 온도 변화, 열발산과 냉각, 기계적 충격, 기

계적 진동, 자연적 방사선, 유발 방사선, 습기와 부식, 전

자기적 능력, 전기적 스트레스 등.  3.1.2단계에서는 설계 

및 운영 요구사항을 정의하며, 기능적 성능요구사항은 제

외한다. 응용환경에서의 제품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모

든 요구요건을 정의하고, 계량화하고, 문서화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내용을 포함한다. 기대되는 운영수명, 동작 전압 

및 전기장, 단위시간당 파워사이클 수, 동적상태의 수와 

기간(예: 동면, 스탠바이), 누적된 수명종료시점에서의 고

장률 등.

3.2단계는 잠재적인 고장 메커니즘을 정의하는 단계로, 

3.1단계에서 정의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해당 항목

의 잠재적인 고장메커니즘을 정의하고 문서화한다. 잠재

적인 고장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장물리분석이 

사용될 수 있다. 반도체 장치에 대한 고장메커니즘과 모델

에 대하여는 JEP122G(2010)를 참고하고, 고장물리분석

에 대하여는 SAE J2816 “Guide for Reliability Analysis 

Using a Physics-of-Failure Process, December 1 

2009”를 참고하면 된다.

3.3단계는 잠재적인 고장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스트

레스를 정의하는 단계이다. 각각의 잠재적인 고장 메커니

즘에 대하여 그 잠재 고장메커니즘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스트레스를 찾고, 계량화하고, 문서화한다. 고

장메커니즘에 대하여는 앞에 언급된 문서와 JEP150.01 

“Stress-Test-Driven Qualification of and Failure 

Mechanisms Associated with Assembled Solid-State 

Surface-Mount Components, JEDECⓇ Solid State 

Technology Association, June 2011”을 참고한다.

3.4단계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평가한다. 3.4.1단계

에서는 일반적인 검증단계를 평가하는 단계로, 일반화

된 검증데이터가 가용한지를 결정하고, 해당 응용환경

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한다. 보통은 

일반적인 검증데이터가 응용환경기반 검증에 그대로 사

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를 질적으로 사용하

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시험조건, 기간 등에 대

한 충분한 정보가 가용하다면 적당한 가속모델을 사용하

여 응용환경기반 조건으로 일반검증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세한 가속모델에 대하여는 JESD91A 

“Method for Developing Acceleration Models for 

Electronic Component Failure Mechanisms, JEDEC

Ⓡ Solid State Technology Association, January 

2011”를 참고한다. 3.4.2단계는 실행서비스데이터와 관

련된다. 실행서비스데이터가 가용한지를 결정하고, 해

당응용환경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한

다. 고려되는 응용환경과 충분히 유사한 실행서비스 항

목 및 사용조건이 있다면 그 실행서비스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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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단계에서는 응용환경기반 검증, 데이터, 시험 및 분

석을 정의하고 수행하는 단계로 확대한 그림 7과 같은 내

용을 포함한다. 3.1단계에서 제시한 환경에 비교 또는 추

론된 3.4단계로부터의 데이터와 분석이, 3.2단계 및 3.3

단계에서 지정한 위험을 다루기에 불충분하다면, 3.4단

계에서 지정된 일반적 검증프로세스 이상의 추가적인 검

증 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다. 3.5.1단계에서는 적합한 데

이터를 확보하는 단계로 적합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문서

화한다. 적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있다. 

a. 응용환경 및 응용환경과 유사한 조건들에 대하여 고

려된 것과 유사하게, 해당 항목에 대하여 실행된 해당 항

목 제조사로부터의 시험데이터. 이 데이터는 3.4.1단계에

서 서술된 것으로 일반적인 검증으로부터 온 것이거나, 그

렇지 않은 것일 수 있다; b. 해당항목 사용자에 의해서 설

계되거나 실행된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 c. 산업

계 출판물로부터 얻어진 일반적 데이터. 3.5.2단계는 적

합한 가속모델을 찾고 적용하는 단계로 사용될 가속모델

을 정의하고 적용한다. 가속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가 있다. a. 해당항목 제조사로부터 얻어진 모델; b. 

해당항목 사용자에 의해 개발된 모델; c. 산업계 출판물

로부터 얻어진 모델. 반도체 장비의 가속모델에 대한 상

세한 정보는 앞에서 언급한 JESD91A를 참고한다. 그리

고 가속모델의 응용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EIA-933B 

“Requirements for a COTS Assembly Management 

Plan, SAE International, March 1, 2015” 문서를 참고

한다. 3.5.3단계에서는 시험을 정의하고 실행한다. 앞의 

3.5.1 및 3.5.2단계에서 결정된 데이터와 가속모델에 기

초해서 의도된 응용환경에서 해당항목의 통과(또는 탈

락)를 위해 응용환경 고유의 데이터를 제공할 시험을 정

의하고, 문서화하고, 실행한다. 시험을 개발하고 수행하

는 것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JESD94B “Application 

Specific Qualification Using Knowledge Based Test 

Methodology, JEDECⓇ Solid State Technology 

Association, September 2011”, JESD47I “Stress-Test-

Driven Qualification of Integrated Circuits, JEDEC

Ⓡ Solid State Technology Association, April 2011”, 

JEP143C “Solid-State Reliability Assessment and 

Qualification Methodologies, JEDECⓇ Solid State 

Technology Association, June 2008”와 앞에서 언급된 

JEP150.01을 참고한다. 3.5.4단계에서는 시험결과를 분석

하는 단계로 해당항목이 그 응용환경에 적합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문서화한다. 

3.6단계에서는 위험을 확인하고 완화한다. 3.6.1단계에

서는 위험을 확인하는 단계로 3.4단계 또는 3.5단계의 결

과에 기초하여, 의도한 응용환경에서 해당 항목의 사용 시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고 문서화한다. 완

화될 수 있는 위험들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다. (a) 

3.6.2단계에서 기술된 것처럼 최종항목제품의 설계를 수

정한다. (b) 3.6.3단계에서 기술된 것처럼 최종항목제품의 

사용에 제한을 가한다. 3.6.2단계에서는 설계 수정으로 위

험을 완화한다. 이 단계에서는, 확인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최종항목제품의 설계 수정내용을 정의한다. 고려될 

수 있는 설계 수정내용의 예로서는: 제품의 전부 또는 선

택된 일부에 충격 또는 진동 마운트 추가; 전기적 스트레

스의 축소; 중복된 부품 및 기능을 추가; 제품의 선택된 영

역의 열적인 격리; 임무 사이클 축소 등. 이런 종류의 위험

            ● 그림 7 ●   응용환경기반 데이터 및 가속모델 사용 

(단계 3.5 확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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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방안은 설계 프로세스의 일부로 고려되고, 실행은 설

계의 일부로 고려된다. 그러므로 분리되어 문서화될 필요

가 없다. 3.6.3단계는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위험을 완화하

는 단계로 제품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최종항목제품의 

이슈번호 이슈 내용 관련우주항공규격

2.1 COTS 어셈블리
SAE EIA-933, IEC TS 62239-2, SAE ARP6379, SAE 

J3168

2.2 정격감소(Derating) SAE EIA-4899, IEC 62239-1

2.3 쓰이지 않는 신뢰성(Sparing Reliability) NA*

2.4 상용품 메모리 NA*

2.5 대기의 방사선(Atmospheric Radiation) IEC 62396 series

2.6 제한수명 반도체(Life-limited Semiconductors) SAE ARP 6338, IEC TR 62240-2

2.7 믿을 수 있는 신뢰성 방법  SAE ARP 5890, SAE J3168

2.8 무연 전자제품(Lead-free Electronics) SAE GEIA-STD—0005-1, IEC TS62647-1

2.9
정오표의 가용 및 업데이트(Availability and Updates 

of Errata)
NA*

2.10 복제 전자부품 SAE AS 5553, IEC 62668-1

2.11 문서에 없는 특징(Undocumented Features) NA*

2.12 복수 및 글로벌 공급망
SAE EIA-4899, IEC 62239-1, SAE EIA-933, IEC TS 

62239-2, SAE ARP6379, SAE J3168,

2.13 해당분야 사용 분석 NA*

2.14 제조 후속조치 NA*

2.15 지적재산권  NA*

2.16 알려지지 않은 변경사항  
EIA-4899, IEC 62239-1, SAE EIA-933, IEC TS 

62239-2

2.17 내장된 제어기(Embedded Controllers) NA*

2.18 기술 및 부품 성숙도  NA*

2.19 부품 패키징 및 마운팅 
SAE EIA-4899, IEC TS 62239-2, SAE ARP 6379, 

SAE EIA-933, IEC TS 62239-2, SAE J3168

2.20 장비 정격승급(Device Uprating) IEC TR 62240-1

2.21 FAA 핸드북 고려사항  NA*

2.22 폐기 관리(Obsolescence Management) SAE GEIA-0016, IEC 62402

2.23
수용가능한 컴를라이언스 증빙(Accep tab le 

Compliance Evidence)
NA*

2.24 복수 공급망 NA*

2.25 AEH내 COTS에 대한 데모방법  NA*

2.26 SoC(System-on-Chip) 장비 NA*

(Note * : “NA”는 SAE ARP7495에서 다루지 않음)

● 표 2 ● AEH 이슈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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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고려될 수 있는 예로는: 제품의 미션프로파일을 제한한

다; 유지보수 활동 빈도를 증가시키거나 추가적인 유지보

수 활동을 한다. 

3.7단계에서는 응용환경기반 검증문서를 작성한다. 앞

의 3.1단계에서 3.6단계까지 기술된 문서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활동에 대한 최종 보관물로서 사용될 보고서를 준

비한다.  

2.3 SAE ARP 7495[7] 규정 진행

항공전자하드웨어(Airborne Electronic Hardware, 

AEH)의 COT 전자부품과 특화된 이슈를 다루는 방법을 

규정하고자 “SAE ARP 7495”라는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

고 현재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AEH 내부에 COTS를 

사용하는 것은 우주항공운송체 설계, 개발, 생산 및 지원

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COTS 부품은 AEH

와 같이 장기간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필수적 안전 응용환

경을 위해서 설계되거나 동작되도록 의도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이 AEH 시스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인증에 도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정

의하고, 문서화하고, 다루기 위해 우주항공체시스템연구

소(Aerospace Vehicle Systems Institute, AVSI)가 앞에

서 언급된 AFE75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이 프로젝트

는 AEH 시스템에 COTS 부품과 연관된 핵심이슈를 정의

하고, 각 이슈에 대하여 항공시스템 설계, 개발, 안전, 승

인과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들을 다루기 위한 

산업계 기존 활동과 자원을 평가하고, 기술적인 약점과 부

족한 점을 기술하고, 프로세스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기술

하며, 원하는 추천결과를 만들었다. 그 결과가 DOT/FAA/

TC-16/57이라는 문서에 상세하게 담기었다. 이 문서에는 

26가지 COTS부품 이슈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표 2는 그 

목록이다. 

2.4 SAE 3168 규정 진행  

그림 8은 현재 개발진행중인 SAE J3168, “A Joint 

Aerospace-Automotive Recommended Practice for 

Reliability Physics Analysis of Electrical, Electronic 

and Electromechanical Components” 표준을 소개하기 

위해서 2019년 4월 2일에 출판된 SAE 2019-01-1215[8]

라는 페이퍼에서 발췌한 것이다.

● 그림 8 ● RPA프로세스 플로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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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RPA와 관련된 시스템, 장비, 부품 요구요건을 

정의하고 문서화(6.1단계)

RPA로 다루어질 수 있는 EEE 시스템 또는 장비의 요

구요건을 정의하고 문서화한다. 시스템 또는 장비 내 EEE 

부품에 할당된 주된 RPA 요구요건이, 신뢰성과 내구성에 

연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예: 시스템 또는 장비 검

증 및 인증) 요구요건이 고려될 수도 있다. 이것에는 EEE 

부품이 기대수명동안 노출될 환경과 사용스트레스조건을 

포함할 수도 있다.

2.4.1.1 RPA 관련 요구요건 정보의 출처

정보의 출처는 다음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포함한다.

-   계약서, 작업지시서, 도면, 사양서, 또는 다른 종류에 

문서화된 고객문서

-   시장기대치: 고객이 기대하는 신뢰성과 내구성을 제

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RPA 프로세스 사용자가 확인

한 것

- 정부 규정문서(예: 검증 및 승인)

-   여러 산업기관 또는 다른 출처에서 출판한 문서에서 

정의된 특정 산업계 기대치

시스템 및 장비 요구요건은 위에서처럼 해당 출처로부

터 직접 얻을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시스템 또는 장비 내 

부품에 대하여는, 요구요건을 시스템 또는 장비요구요건

으로부터 추출하거나 시스템 설계에 기초해서 부품에 할

당되는 것이 보통이다.

2.4.1.2 시스템과 장비수준의 RPA 관련 요구사항

수리가능한 시스템과 장비 고장률은 개별적인 부품 또는 

다른 요소 고장률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수리가능한 시스템과 장비

에 대한 고장률 요구요건은 고장률, 고장간 평균시간(Mean 

Times Between Failures, MTBF) 등으로 표시된다.   

2.4.1.3 부품 수준의 RPA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또는 장비 내 낮은 수준의 부품 또는 다른 요소

는 수리가 불가한 것이 보통이다. (예: 고장이 나면 수리

하는 대신에 폐기처분한다) 부품 고장률은 먼저 발생하는 

단일 고장메커니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보통이며, 고

장률도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은 고장률을 가진 부

품에 대한 고장률 요구는 결정되는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의미하다. 부품에 대한 고장률 요구는 고장까지 

시간(Time To Failure, TTF), 고장까지 평균시간(Mean 

Times To Failure, MTTF), Lx와 같이 지정된 고장 %까지 

시간 등으로 표시된다. 부품 수준 성능, 검증, 신뢰성, 내구

성 요구요건은 시험이나 분석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

해서 시스템 또는 장비수준 요구요건으로부터 추출한다.

2.4.1.4 환경, 사용 라이프사이클, 검증 프로파일 

EEE 시스템, 장비, 부품, 그리고 이들 내에 있는 부품, 

모듈, 재질이 수명기간을 통해서 노출될 모든 환경 및 사용 

조건을 문서화한다. 이 수명기간에는 최소한 검증, 운영, 

스탠바이, 저장, 그리고 운송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각 라

이프사이클 단계별로, 시스템 또는 장비가 노출된 특정한 

스트레스를 정의하고, 계량화하고, 문서화한다. 예를 들면:

-   안정적 상태와 일시적인 상태에서의 전압, 전력, 전류

등과 같은 전기적 스트레스

-   온도, 온도한계, 온도변화 등과 같은 열적 스트레스로 

환경적 열적 조건, 전원공급 및 작동 시 열적 조건을 

포함

- 충격과 진동과 같은 기계적 스트레스

- 습기와 부식환경으로부터의 스트레스

- 자연 또는 유발된 방사선

- 기타 적절한 스트레스

시스템과 장비 환경요구요건은 설계요구요건으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시스템 또는 장비 내 부

품에 대하여는, 로컬 환경조건은 설계에 기초하여 시스

템 또는 장비 요구요건으로부터 추출한다. 각 단계에서 관

련부하는 적당한 부하 조건의 간격으로 시간 또는 사이클

을 상관시킨 도수분포표 속에 표시할 수 있다. 라이프사이

클 프로파일이 개발되면 저장되고, 재사용되고, 미래 프

로젝트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다. 환경 및 사용 라이프사

이클 개발에 대한 추가정보는 SAE J1211, “Handbook 

for Robustness Validation of Automotive Electrical/

Electronic Modules”을 참고한다. 

2.4.1.5 검증테스트 프로파일

몇몇 EEE 시스템, 장비 및 부품에 대하여는 환경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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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증을 위해 요구된다. 이러한 시험에 지정된 조건(예: 

RTCA DO-160,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est 

Procedures for Airborne Equipment”)은 환경적 요구요

건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험 스트레스 프로파일

은 보통 실제 시험보다 압축되어 덜 복잡하고, 해당 항목

이 RPA 시뮬레이션 속에서 쉽게 검증 및 수용할 수 있게 

작업을 단순화하게 한다.  

 

2.4.2   적합한 로컬 수명기간 스트레스프로파일을 

정의, 계량화, 문서화(6.2단계)

앞의 2.4.1.4에서 문서화한 환경 및 스트레스에 기초하

여, 라이프사이클 동안에 노출된 적절한 로컬 스트레스를 

정의, 계량화, 문서화한다. 로컬 스트레스는 2.4.1.4에서 

문서화된 것과 같을 수도 있고 시스템 또는 장비의 설계, 

운영, 저장, 운송에 기초하여 이들 스트레스를 추출할 수

도 있다. 이들은 시스템 또는 장비 설계에 기초해 변할 수 

있다. (예: 로컬온도가 전원부하 및 사용빈도, 임무사이클, 

냉각방법 등에 따라서 변함). 다음과 같은 예를 포함한다.

-   스트레스 타입 : 온도, 온도변화, 기계적 진동, 기계적 충

격, 대기조건, 습기 및 부식 조건, 자연 또는 유발 방사선

-   스트레스 기간 : 노출시간, 사이클 수, 임무 사이클, 

스트레스의 크기

EEE 시스템 또는 장비 내의 로컬 온도는 전력손실계산, 

열 시뮬레이션, 열전대 및 적외선이미징과 같은 측정에 의

해 결정될 수도 있다.

2.4.3   고장모드와 메커니즘을 정의하고 문서화 

(6.5단계)

시스템, 장비, 또는 분석되는 부품에서, 기대되는 수명

기간동안, 또는 지정된 제품 검증시험(앞의 6.4.2에서 문

서화한 스트레스에 기초)동안에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을 

고장모드와 메커니즘을 정의하고 문서화한다. 

2.4.3.1 열사이클링으로 인한 상호접합부 피로

열 사이클링 시 접합부 고장은 저사이클 피로고장으로 

알려져 있고, 환경온도에 의한 주기적 변화 또는, EEE 부

품 또는 어셈블리 일부의 전원사이클링으로 생성된 열에 

의하여 발생한다. 열사이클링은 인접한 재질의 열팽창계수

(Coefficients of Thermal Expansion, CTE) 불일치 때문

에 솔더조인트크랙이 생성되게 하거나 진행을 초래한다. 

2.4.3.2 진동으로 인한 상호접합부 피로

고사이를 피로로 알려진 진동피로는 기계적인 진동으

로 초래되거나, 회전장비와 같은 곳에서 급속히 바뀌는 기

계적 부하로 야기되는 것이 보통이다.

2.4.3.3 기계적 충격으로 인한 상호접합부 피로

기계적 충격고장은 보통 낙하 또는 기계적 충격으로 야

기되는 것이 보통이다.

2.4.3.4 50nm 이하 특징크기를 가진 LLM 마모

마이크로회로는 항상 마모에 민감하다. 그러나 최근까

지는 마모발생에 요구되는 시간이 그 응용환경에서 마이

크로회로의 기대되는 서비스수명에 비교하여 길었다. 마

이크로회로의 특징요소크기(게이트길이, 선로폭등)가 기

술 프로세스 때문에 더 작아지게 되자 마모로 요구되는 시

간이 더 짧아지게 되었다. 조기 마모는 자동차 보통응용환

경하의 고전압부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마모까지 시간

이 해당응용환경속 마이크로회로 요구수명보다 짧다면, 

그 마이크로회로는 제한수명마이크로회로(Life-limited 

Microcircuit, LLM)로 불린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LLM

의 4가지 주요 마모메커니즘은 EM, NBTI, TDDB, HCI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전기적인 스트레스 하에서 열에 의해 

활성화 된다.

2.4.3.5 다른 고장메커니즘(6.6단계) 

앞에서 기술한 베이스라인 고장메커니즘에 더하여, 다

른 고장메커니즘이 가능하다. RPA프로세스 수행자는 베

이스라인메커니즘이 다루어지는 정도만큼 일관되고 엄격

하게 이러한 메커니즘 모두를 확인하고 다루어야 할 책임

이 있다. 다른 고장 메커니즘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   금속상호간에 부서지기 쉽도록 형성되거나, 부식과 

같이 열적으로 활성화된 고장

- 금속마이그레이션과 같은 전기화학적 고장

- 온도-습기-바이어스 고장

- 자연 또는 유발된 방사선에 의한 고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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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베이스라인 고장메커니

즘이 주어진 환경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그것들을 베이스라인 프로세스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2.4.4 데이터의 정의 및 문서화(6.3단계)

RPA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문서화 한다. 3가

지 일반적인 데이터의 출처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아래에 

나열한다.

2.4.4.1 현장데이터

설계 및 사용조건이 RPA가 수행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현장데이터(실행서비스데이터라고

도 불림)는 다른 시스템, 장비 또는 부품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현장데이터가 적절한 고장의 원인, 조건, 메커니

즘,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충분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고 가정한다. 

2.4.4.2 시험데이터

시험데이터는 서비스에 투입하기 전의 시스템, 장비 및 

부품을 테스트하여 얻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시스템, 장비 또는 부품으로부터의 검증테스트 데이터

-   시스템, 장비 또는 부품으로부터의 신뢰성 또는 수명

테스트 데이터

-   급가속수명테스트(Highly-accelerated Life 

Test, HALT), 신뢰성향상테스트(Reliability 

Enhancement Testing, RET), 스트레스단계테스트

(Step-stress Testing, SST) 등

2.4.4.3 출판된 데이터

출판된 저작물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가장 믿기 어려운 

것으로 취급되지만 때로는 가장 현실적인 출처가 되기도 

한다. 

2.4.4.4 데이터 포맷

주어진 RPA에서 사용되는 각 데이터세트의 본질적 속

성은 다음과 같다.

- 고장메커니즘, 고장까지 시간 등과 같은 원천데이터

-   고장까지 시간을 위해 사용되거나 가정된 통계 분포 

(예: 와이블, 로그정규 등)와 분포 파라메터

-   RPA가 수행되는 고장메커니즘의 원인이거나 가속화

하는 환경 및 동작 조건

2.4.5   물리학기반 모델 및 가속계수를 정의하고 

문서화(6.7단계)

앞의 2.4.3에서 문서화한 고장모드 및 고장메커니즘과, 

2.4.4에서 문서화한 연관데이터 각각에 대하여 RPA 속에

서 사용할 가속계수를 정의하고 문서화한다. 가속계수는 

그 응용환경에서 분석되는 부품들에 대하여, 고장까지시

간 그리고 사용되는 데이터의 환경 및 동작조건과 관련된 

가속모델 또는 방정식에 기초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가속모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

에서 언급된 문서를 참고한다. 가속계수와 모델의 출처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2.4.5.1 부품 제조사로부터 얻은 가속모델과 가속계수

부품 제조사가 개발한 가속모델과 가속계수는 부품제

조사가 부품의 설계, 재질, 제조 프로세스, 시험 및 검증

에 대하여 가장 지식이 많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것

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부품들이 RPA프로세스 사용자

와는 다른 시장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부품 사용자는 거의 

얻을 수 없는 것이다.   

2.4.5.2   RPA 프로세스사용자가 테스트하여 얻은 가속

모델과 가속계수

RPA 프로세스사용자가 개발한 가속모델과 가속계수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험을 수행

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소모된다. 이

러한 출처의 대안으로 제 3자 기관에서 개발된 가속모델

과 가속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몇몇 기관들은 이러한 모

델을 RPA 소프트웨어 속에 포함하고 있다.  

2.4.5.3 출판 저작물로부터 얻은 가속모델과 가속계수

정확한 샘플 설계, 제조 프로세스, 시험조건들이 완전

히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시 만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

에 출판 저작물로부터 얻은 가속모델은 신뢰할 수준이 가

장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된 모델이나 계수의 사용

은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기도 하지만 RPA 적용에는 선

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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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CAE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설계 취득 

(6.4단계)

다음은, AADHP(Aerospace, Automotive, Defense, 

and Other High Performance) 응용환경속 EEE시스템 

및 장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베이스라인 고장메커니즘

에 집중하여 기술한다. 베이스라인이상의 다른 고장메커

니즘은 필요하다면 다루어야 한다.

2.4.6.1   모듈/어셈블리/서브어셈블리 레이아웃과 구조 

분석

RPA에 적합한 모듈, 어셈블리, 서브어셈블리의 모든 기

계적 특징을 정의하고 문서화한다. 이들은 RPA에서 사용

되는 것들로 적절한 크기, 재질, 속성(기계적, 열적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EEE 시스템과 장비속의 서브에셈

블리는 보통 인쇄회로보드(Printed Circuit Board, PCB)

와 그에 부착된 부품들로 구성된 PWA(Printed Wiring 

Assembly)이다. 적절한 PCB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 회로 보드 재질(예: FR-4, 폴리마이드, 테프론 등)

- 층수 및 각 층의 두께

•금속화 재질

•비아홀의 재질과 크기 등

2.4.6.2 EEE 및 기계적부품의 통합

다음을 정의하고 문서화한다.

-   어셈블리 BOM(Bill of Material) 속 각 부품의 수와 

타입(예: 저항, 콘덴서, 이산형 반도체, 작은 로직부

품, 복잡한 로직부품, 메모리, 커넥터 등)

- 각 부품의 크기와 구성

- 서브어셈블리 또는 모듈내 각 부품의 위치

- 서브어셈블리 또는 모듈내 각 부품의 접합 방법

- 각 부품 부착에 사용되는 재료 등

2.4.7 RPA수행(6.9단계)

앞의 2.4.1에서 2.4.6까지 얻어진 정보와 CAE 모델링을 

사용해서 고장메커니즘 각각에 대하여 내구성시뮬레이션

을 실행한다.

2.4.7.1 베이스라인 고장메커니즘

아래에 나열된 고장 메커니즘은 베이스라인 RPA 고장

메커니즘으로 간주되고 모든 RPA에서 다루어진다.

-   열사이클링으로 인한 상호접합(와이어 접합, 다이 접

합, 솔더 조인트, 마이크로 비아, 비아)피로

- 진동으로 인한 상호접합(솔더 조인트, 리드) 피로

-   기계적 충격으로 인한 상호접합(솔더 조인트, 리드) 

골절

- LLM의 조기 마모

2.4.7.2 다른 고장메커니즘(6.8단계)

주어진 응용환경에서 필요한 다른 잠재적인 고장도 베

이스라인 메커니즘에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엄격하고 철저

하게 다룬다.

2.4.8 소프트웨어 사용

RPA는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AADHP 시스템 또는 장

비 설계자에게는 거의 가용하지 않은 특별한 기법과 데이

터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행히도 RPA 분석 소프

트웨어도구가 있지만, 선택과 사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

다. 이런 도구가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속성들은 다음과 

같다.

- 과학에 기초한 모델과 가속계수 

•입증되고 수용된 이론에 기초함.

•  기계적인 속성에 관한 지식과 행동 그리고 핵심재질

의 스트레스관련 파라메터에 기초함. 

•  분석되는 항목의 성능과 수명에 대한 이해에 기초함.

•  고장(크랙 시작 및 진행, 부식메커니즘, 마이크로회

로 마모메커니즘 등)을 초래할 메커니즘의 물리적 이

해에 기초함.

•  실험으로 재생가능함.

- 데이터에 기초

•  적절한 시험에 기초함.

•  저작물 리뷰와 제조사 데이터에 기초함.

•  상관관계보다는 원인과 결과에 기초함(예: 경험적이 

아님).

- 고유환경(Application-Specific)에 기초

•  관심 고장메커니즘에 적합함.

•  관심 부품의 현장 및 동작조건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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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고장메커니즘을 야기하는 스트레스에 적합함.

-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요

•  적절한 산업과 제조사로부터의 실험데이터에 기초함

•  적절한 현장(실행서비스)데이터에 기초함.

•  모델 포맷과 파라메터값을 포함함.

•  혁신적인 개발, 동료 리뷰, 그리고 출판된 정보와 일

관성 유지함.

- 사용이 쉬움.

•  AADHP 전자시스템, 장비, 모듈 설계 및 신뢰성 엔지

니어 대부분에게 접근가능하고 사용이 쉬움(특별한 

훈련을 받은 전담운영자를 요구하지 않음).

•  AADHP 전자시스템, 장비, 모듈 설계 및 신뢰성 엔지니

어 대부분이 사용하는 보통의 컴퓨터장비에서 운영함.

2.4.9 RPA 보고서 준비(6.9단계)

분석의 결과는 적용가능한 신뢰성 및 내구성지표의 형

식으로 개발하여 문서화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관심 있는 고장메커니즘에 의한 것으로, 저항, 재질속

성 등과 같은 파라메터의 열화관점에서 분석되는 부

품의 고장을 정의한다.

-   고장까지의 시간을 X%까지의 고장, 정의된 마이크로

회로 FIT까지 도달하는 시간, MTTF등과 같이 정의

한다. 

-   고장까지 시간의 통계적 분포 및 그 파라메터를 결정

하고 가정한다.

-   앞의 2.4.4의 데이터와 2.4.5의 가속계수를 사용하여 

RPA를 위해 선택한 고장메커니즘 각각에 대하여 고

장이 발생하기까지 요구되는 시간을 계산한다.

-   시간대비 고장확률곡선을 생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항목의 신뢰성 또는 내구성 요구사항과 비교한다.

-   해당 항목 신뢰성 전체 예측값을 생성하기 위해, 이 결

과를 분석되는 부품의 고장메커니즘에 대한 결과와 

결합한다. 이 결과는 고장트리, 고장모드 및 효과분석 

등 더 상위의 시스템 및 장비 신뢰성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2.4.10 RPA 프로세스 개선에 사용될 정보를 문서화

미래의 RPA프로세스 개선용으로 정보가 사용될 수 있

도록 분석결과를 문서화한다.   

III. 시뮬레이션 사례

우주항공산업분야는 물론 자동차, 국방, 고신뢰성요구 

산업분야의 선구적 기업들은 이러한 RPA 프로세스를 오

래 전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는 Space X(일런머스크가 창업한 테슬라의 경우도 RPA 

프로세스를 사용 중), Viasat과 같은 인공위성기업은 물론 

BOEING과 같은 글로벌기업도 RPA시뮬레이션을 사용하

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GM의 전기자동차 1차 공급업체

에서 2012년 이래 RPA를 신기술 신제품 개발기간에 적용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국방분야에서도 RPA의 활발

한 적용 및 검토가 진행 중이다.

시뮬레이션 사례로는 우드워드사(Woodward, Inc)에

서 항공엔진 내 열사이클링에 의한 BGA 고장을 예측하

기 위해 수행한 RPA내용을 소개한다. 우드워드사는 150

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회사로 우주항공분야에 에너지제

어 및 최적화 솔루션을 설계, 생산, 서비스하는 독립적인 

기업이며, 2019년 RPA 솔루션 Sherlock 제조사인 DfR 

Solutions 사용자 컨퍼런스에서 본 사례를 소개[9]하였다.

항공엔진 내 통제하지 않는 환경에서 작동하는 전자제

품은 상당한 온도차에 노출된다. 온도 차이는 비행고도뿐 

아니라 출발지 온도와 도착지 온도에 의존한다. 추운 지역

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온도는 야간에는 화씨 –20도(섭씨 

–28도) 또는 –30도 정도로 낮고, 더운 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온도는 화씨 110(섭씨 43.3도)에서 115만큼 더우

며 엔진 및 활주로 상태에 따라서 더 올라가기도 한다. 비

행고도가 33,000피트(10,058미터)에서 42,000피트까지 

상승하는 상업용 비행기는 온도가 화씨 –40도에서 –70도

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더운 지역에

서 출발하여 고도 30,000 피트에서 35,000피트로 짧게 비

행하는 경우이다. 상용비행기는 보통 하루에 8회에서 10

회를 비행한다(그림 9). 

우선 전자제품 겪게 되는 열적인 환경에 대하여,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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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 IPC 9701, “Performance Test Methods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Surface Mount Solder 

Attachments”에 따라서 섭씨 0도에서 100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동차와 같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부품이 사용되

는 경우 Freescale은 섭씨 –49도에서 125도를 사용한다. 

낮은 온도 응용환경(예: 열사이클링이 섭씨 0도 이하)에서

는 솔더 조인트의 스트레스 이완과 크립(Creep) 이 주된 고

장메커니즘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섭씨 0도에서 120

도를 관심열사이클링 범위로 결정했다. 또한 비행기가 게

이트에서 보내는 시간은 보통은 60분보다 짧지만 15분보

다는 길기 때문에 열사이클링 유지시간을 최소 15분에서 ● 그림 9 ● 비행고도 및 온도 [9]

● 그림 10 ● 시험을 위해 제작한 셈플보드 및 열 사이클링 테스트 셋업 [9] 

● 그림 11 ● BGA 두 종의 고장까지 사이클 수 및 적용 온도사이클 2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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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분 이내로 정하였다. BGA 열사이클링 고장에 영

향을 주는 주된 요소로는 솔더, BGA부품의 구조 및 CTE, 

BGA부품이 부착될 PCB의 CTE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RPA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해 응용환경에 맞

추어진 열사이클링 범위를 정하고, 해당 부품이 부착된 실

제 시험용 샘플을 그림 10과 같이 만들었다. 

시험은 그림 11과 같이 BGA가 고장이 날 때까지 열사

이클링을 반복하여 수행하고, 열 사이클링은 짧은 사이클

과 긴 사이클 두 종류로 적용하였다.

각각 고장내역은 아래 그림 12와 같이 Weibull Plot으

로 계산하였다.

이렇게 실제 시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와 RPA 시뮬레

이션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BGA 패키지는 제조사로부터 상세

한 물리적 속성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패

키지 수준에서 알려진 정보(패키지 크기, 솔더볼 수 및 레

이아웃, 오버몰드 재질 등) 이외에도 열 사이클링에 의한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Die 크기, 패키지의 CTE 등에 대

한 정보가 필요하다. 보통,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이와 같은 작업을 특성화작업이

라고 부른다. 그림 13과 14는 각각 Die 크기를 알기 위해 

X-ray를 사용한 이미지와 패키지 CTE 값을 정확히 알기

위해 DIC 장비를 사용해 측정한 값을 보여준다.

열사이클링 시험과 RPA 시뮬레이션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15에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응용환경에 맞추어진 수명을 예측하

기 위해, 정의한 열사이클링 범위에서 실제 시험한 결과와 

RPA도구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상당한 일치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험과 시뮬레이션의 일치성을 확인

하게 됨으로써, 엔진 운영 시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

양한 환경과 운영(예: 임무 사이클 변경) 시에 BGA솔더조

인트의 피로수명을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

● 그림 12 ● 열사이클링 2종을 적용한 Weibull 고장분포 [9]

● 그림 13 ● BGA구조 및 다이 X-ray 스캔이미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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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예방정비와 같은 유지보수전략을 수행한다면, 상당

한 비용절감과 안전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특집에서는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고 신뢰

성 산업에서 기술의 발전과 지능화, 자율화로 인해 늘어나

는 전자제품 신뢰성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글로벌호크의 예를 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주항공 및 자동차 산업의 OEM들이 소비자형

제품으로 재편되고 글로벌화 되는 새로운 전자제품산업구

조 하에서 어떻게 자신의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 신뢰성, 

안전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계 관련 주요기업들이 컨소

시엄을 통한 연구결과물을 산업계 표준으로 만들어(분문

에서는 4가지 주된 표준소개)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과 방법으로 규정하고, 추천하는 프랙티

스와 그 증거물을 어떻게 확보하는 지도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의 중심에는 신뢰성물리학분석(RPA)이 자리잡고 있

으며, 이를 현업에서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상업적 소

프트웨어 도구인 Ansys Sherlock을 소개하였다.

우주항공분야에서의 RPA유효성을 예시하기 위해 항공

기엔진의 전자제품 내 BGA고장을 한 사례로 채택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비행기엔진 환경이라는 특정한 응용환경과 

동작부하를 설정하고, 해당제품을 모사한 샘플시료와 시

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실제 부하와 가상

환경부하를 적용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RPA 시뮬레이

션 결과와 시험 (또는 현장 환경의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일

치성을 확인하였다.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뢰성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우주환경 분야에서도 이러한 RPA 기법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면, 투입자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고 개발비용과 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특히, 

RPA 적용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현장의 운영상황과의 일

치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주항공전자장비가 탑재된 기

기, 설비, 무기들이 신뢰성문제로 가동 중단되고, 높은 유

지보수비용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14 ● BGA 오버몰드와 서브스트레이트의 CTE 측정결과 [9]

● 그림 15 ● 시험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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