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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디자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을 

IP 안전장치모델(Locked IP Model)로 보존 

  

많은 기업들이 전자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함께 도와가며 일하고 있다.  제품 검증 프로세스 

동안에 최종 사용자(보통 OEM 또는 제조사) 와 공급사들 간에는 서로 주고 받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양자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가 많을수록 더 신뢰성이 

높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기업간에는 

자신의 지적 재산을 보호받으려는 목적 때문에 디자인 세부내용 모두를 서로간에 공개하고 

공유하지 않는다.   회로보드 설계자는 잠재적인 고객이라 할지라도 보드 세부내용을 

공유하길 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 

통합사는 보드 설계자들과는 사용환경을 공유하길 원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필요는 서로 협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하나의 PCB 디자인은 상당한 양의 설계자 지적재산권이 들어가 이루어진 것이다.  설계자 

관점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신뢰성을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면서도 설계데이터 세부사항은 기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PCB 사용자, OEM 또는 시스템 통합자는 운영중인 PCB에 대하여, 가속도계와 열전도계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한다. 수명 사이클과 신뢰성 요구사항은 PCB가 

시장의 고객들이 사용하는 내용에 대한 많은 것을 노출시킬 수 있다.   부하 프로파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한 자원이 들어가고 사용자는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 정보는 때로는 산업계 사양서들로부터 수집되기도 하지만, 특정한 보드 사용사례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특정보드 고유의 사용 시나리오를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Sherlock 6.1 의 지적재산권 안전장치 모델(Locked IP Model)은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 IP 안전장치 모델은 디자인 공급사와 사용자간에 

디자인이 전달되지만, PCB 상세 디자인은 보호되며, 환경조건 또는 신뢰성요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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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PCB 디자인 사용상황이 노출시키지 않도록 만든다.  이런 유형의 통신도구는, 하나의 

신용 계층 시스템을 신뢰성 계산을 하는 데 내장시켜 양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한다.  So 

how does it work?  그러면, 어떻게 이 신용시스템이 작동하게 될까요? 

PCB 설계자는 재료속성, 보드 스택업, 부품세부내용을 포함한 모델 데이터를 Sherlock 에 

입력한다.   Sherlock 은 재료속성, PCB의 부품을 자동적으로 조직화하며, 디자인 데이터 

대부분을 제거하고, 그 결과를 IP 안전장치모델 속에 깔끔하게 만들어 넣는다.   상세디자인 

내용을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고도, 신뢰성물리학 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정보를 이 

모델은 포함하고 있다.   즉, Sherlock 안전장치모델은 특정한 설계 파라메터가 노출될 

걱정없이 원 설계자 조직 밖으로 보내질 수 있다.   

PCB 사용예정자는 IP 안전장치모델을 받은 후, 자신이 원하는 부하 프로파일, 

라이프사이클과 신뢰성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Sherlock ADATM을 실행한다.    이 분석을 

통해, 공급자가 제공한 디자인이 사용자에 의해 적용될 라이프사이클 하에서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얻어지고 공급자에게 다시 제공된다.  이 보고서는 

특정한 조건은 물론 디자인 세부내용을 노출시키지 않으며, 공급사와 디자인 사용자 

모두의 IP 안전성을 담보하게 된다.   이 리포트는 원 설계자가 평가된 신뢰성 보고서에 

기초하여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온다.    즉, 이 신뢰성 보고서는 사용자가 

상세한 테스트 데이터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방지하면서도 서로간에 믿을 수 있는 협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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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형의 모델은 내부팀과 외부조직들간에 디자인의 효능에 관해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공급사는 자신의 핵심적인 지적자산 세부내용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고객에게 자기제품의 신뢰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 통합사는 인쇄된 

특정 문서에는 공개하기를 꺼리는 많은 종류의 서로 다른 상세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