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lid-state drive 강제진동시 dummy solder ball효과에 의한 피로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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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proposes a method to estimate the fatigue life of solid-state drive(SSD) due to the 
effect of dummy solder ball under forced vibration. Mechanical jig is developed to describe the SSD 
in laptop computer. The jig with SSD is mounted on a shaker, and excited by a sinusoidal sweep 
vibration within the narrow frequency band around the first resonant frequency until the SSD fails. 
A finite element model of SSD is also developed to simulate the forced vibration. It shows that the 
solder joints at the corners of controller package are most vulnerable components and that placing 
dummy solder balls at those area is effective method to increase fatigue life of SSD. 

 

1. 서

 론 

SSD(solid-state drive)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

하며 HDD(hard disk drive)를 대체할 차세대 정보 

저장 장치이다. SSD는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부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HDD 에 비해서 소음이 발생

하지 않으며, 전력 소모량이 적고, 데이터 처리 속

도가 빠르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SSD 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제품의 신뢰성 및 

수명 검증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SSD 는 solder ball 의 표면 실장을 통해 

PCB(printed circuit board)와 플래시 메모리 

package 가 연결된 전자 제품이며, solder ball 은 

SSD 와 같은 전자 제품에서 파괴에 가장 취약한 부

분이다. 그리고 Steinberg(1)는 전자 제품의 파괴 요

인 중 55%가 열적 요인에 의해, 20%가 진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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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하고 나머지 파괴 요인으로는 습한 환경과 

이물질 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종 전자 제품에 진동이 가해

지는 상황에 대한 피로 수명 및 신뢰성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다. Perkins et al.(2), (3)은 

CCGA(ceramic column grid array), PBGA(plastic 

ball grid array)의 피로 파괴에 대한 진동 시험법 

제안 및 피로 손상 모델을 검증하였으며, Chen(4)은 

PBGA component 의 진동 실험에서 산출된 수명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수명식을 제안하고, solder 

ball 의 열방향, 행방향 배치에 대한 응력 구배를 분

석하였다. Lee(5)는 CED(cracking energy density) 

개념을 도입하여 가진 주파수, 온도, 변형에 따른 

solder ball의 수명을 분석하고 solder joint의 파괴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Cinar(6)는 solder pad의 크

기에 따른 DRAM(dynamic random-access 

memory) module의 수명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수

행하였다. 

하지만, 이전 연구자들은 실험의 편의성 때문에 

실제품이 아닌 daisy chain 시편으로 수명을 평가하

였으므로, 해당 연구에서 산출된 수명식이 실제품의 

수명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리고 최근에

는, 전자 제품의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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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my solder ball의 특성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

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2000 년대 후반에 들어서 

SSD 가 상용화되었으므로 SSD 에 관한 연구 결과

는 다른 정보 저장 장치에 비해 많이 존재하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품인 SSD 를 사용하여 진

동에 의한 SSD 수명식을 산출하였으며, 그 수명식

을 이용하여 dummy solder ball 배치에 따른 SSD

의 수명 변화 효과를 고찰하였다. 

2. 본  론 

2.1 SSD 유한요소모델 개발  

이 연구에서의 SSD 타입은 mSATA 모델로서 

Fig. 1과 같이, NAND package, DRAM package, 

controller package를 비롯한 능동소자가 solder 

ball을 매개로 bare PCB에 연결된 형태이다. 그리

고 능동소자 주변에 수동소자가 배치된다. SSD의 

유한요소모델은 치수, 질량 등의 실측 정보와 

Hypermes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 모델

의 특성을 결정짓는 물성치는 모드 시험 결과와 유

한요소해석 결과 비교를 통해 Table 1과 같이 확정

되었다. 

SSD가 노트북에 장착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jig

를 제작하였고, Fig. 2와 같이 기존 유한요소모델의 

하단부에 nodal mass를 추가하여 강제진동 해석 조

건을 구성하였다. 해석 모델의 경계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모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실험의 구성은 

Fig. 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LDV(laser 

doppler velocimetry)로 SSD의 응답을 측정하고, 

가속도계로 가진기의 응답을 측정하여 변위/힘으로 

구성되는 주파수 응답함수를 산출하였다. 전자 제품

의 유통 환경이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random 

신호의 형태로 대상체에 진동이 전달되므로, 모드 

시험에서도 random 형태의 진동 신호를 입력하여 

고유진동수를 측정하였다.(7) 그리고 실험의 재현성

을 고려하기 위해 15회 가진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

을 구하였고, 그 결과값을 고유진동수 해석값과 비

교하였다. 

 

  

(a)                     (b) 

Fig. 1 Layout of mSATA SSD (a) top view (b) side view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an SSD 

Component Material 
Density 

[kg/m
3
] 

Young’ s 

modulus 

[MPa] 

Poisson’ s 

ratio 

Bare PCB FR4 2,752 26,000 0.40 

 NAND, 

DRAM, 

Controller 

 

2,138.6 

2,114.2 

2,454.4 

13,000 

13,000 

35,000 

0.40 

Solder ball 
Sn-Ag-

Cu 
7,094 44,113.2 0.36 

Passive 

elements 
 2,114.2 13,000 0.40 

 

 

Fig. 2 Boundary condition and nodal mass configuration 

 

메모리 제품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JEDEC 

기준(8)을 활용하여 최대 2000 Hz 내에 존재하는 고

유진동수를 찾아본 결과, 첫번째 고유진동수가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에서와 같

이 실험과 해석을 통해 산출한 각각의 고유진동수

를 비교해 보면, 실험값 1443 Hz과 해석값 1433.7 

Hz은 0.649 %의 차이로 동등한 수준이다. 모드 형

상의 경우에도, 두 결과값은 1차 굽힘의 형태로 유

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Fig. 5는 첫번째 고유진동수

의 변위 응답이 다른 고유진동수의 변위 응답보다 

100배 이상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로부터, 

강제진동 실험의 가진 범위를 첫번째 고유진동수를 

포함하는 범위로 결정할 수 있다. 

 

  

             (a)                     (b) 

Fig. 3 Jig for vibration experiment (a) jig for mounting SSD 

(b) SSD and jig attached to the shaker and 

equipment for estimating natural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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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 Mode shape of SSD at 1st resonant frequency (a) 

analysis result (b) experimental result 

 

 

Fig. 5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mounted SSD 

 

2.2 장착된 SSD의 강제진동 유한요소해석 

가진 크기는 JEDEC 기준에서 권장하는 20 G(= 

20×9.8 m/s2)로 설정하고 nodal mass에 가진력을 

입력하였다. Sine 함수 형태의 가진에 관한 sweep 

비율은 1 dec/min(≈0.02 dec/sec) 로, 이 비율에 

따른 주파수 변화는 다음 식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0( ) 2 , 3.3219
s

t

sf t f s                 (1) 

sf 는 starting frequency이며, sweep rate가 

1dec/min 즉, 1분에 10배 증가하는 형태이므로, 

(23.3219)t/60≈ 10 t/60의 지수 변수가 식에 포함된다.  

모드 해석을 수행한 결과, JEDEC 기준에 근거한 

20~2000 Hz 의 주파수 영역에 존재하는 SSD의 

고유진동수는 1433.7 Hz이다. 해당 주파수에서 

SSD의 가장 큰 변형이 발생하는 영역은 controller 

package 영역으로서, Fig. 4의 모드 형상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000 Hz 의 주파수 영역 중 

첫번째 고유진동수를 포함하는 영역의 강제진동 응

답 결과는 Fig. 6과 같다. 1415~1450 Hz 구간의 

첫번째 고유진동수 1433.7 Hz 근처에서 SSD의 최

대 응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arkert 

et al.(9), (10)의 연구 결과에서도 해석적 응답 결과가 

대상체의 고유진동수 근처에서 가장 높게 발생한다

고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합리적이다. 

SSD 내 다른 응답 지점에서도 유사한 응답 결과가 

나타났지만, 첫번째 고유진동수를 포함하는 주파수 

범위에서의 관심 대상은 controller package 영역

이므로, 이 영역에서의 solder ball 응답 결과에 주

안점을 두었다. 

Fig. 7은 controller package 외곽의 solder ball 

응력 구배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최외곽 solder 

ball 위치에는 파괴가 발생하더라도 제품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dummy solder ball을 배치한다. 

그와 반대로 제품 작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signal solder ball은 일반적으로 package 모서리 

부분을 제외한 영역에 상당수 배치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는 signal solder ball

은 NAND package에 가깝게 위치해있다. 그리고 

이 signal solder ball의 위치가 SSD 모드 형상의 

최대 변형 발생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재료

의 파괴와 고유진동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앞

으로는 signal solder ball, dummy solder ball을 각

각 signal ball, dummy ball로 통칭한다. 

Fig. 8의 주파수-응력 선도로부터 첫번째 고유 진

동수 근처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package의 signal ball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 중 controller package에서의 응력 4.62 

MPa이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Table 2를 통해 각 

package의 signal ball 최대 변형률을 비교한 경우

에서도 controller package의 signal ball이 가장 큰 

변형률 값 140.82 μ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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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placement response result of SSD through forced 

vibr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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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7 Stress distribution of solder ball under controller 

package (a) with dummy ball (b) without dummy 

ball 

 

 

Fig. 8 Comparison of maximum signal ball stress in each 

package area 

 

Table 2 Comparison of maximum signal ball strain in each 

package area (a) with dummy ball (b) without 

dummy ball 

Package Controller DRAM NAND 

(a) 140.82 μ  92.17 μ  123.16 μ  

(b) 747.89 μ  625.75 μ  592.15 μ  

 

Fig. 7(b)처럼 dummy ball을 배제하고 그 위치에 

signal ball을 배치할 경우, 최대응력은 최외곽에 위

치한 solder ball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첫번째 고유진동수 근처에서 최대 응력

이 발생하였으며, 각 package에서의 signal ball의 

최대 응력 및 변형률을 비교해보면, controller 

package의 signal ball에서 각각 16.89 MPa, 

747.89 μ 의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Fig. 9 Layout of vibration experiment 

 

2.3 장착된 SSD의 강제진동 실험 

 가진기에 입력되는 가진 유형은 해석 과정에서 언

급한 것처럼 sine sweep 형태이며, 첫번째 고유진

동수에서의 가진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

진 범위를 1400~1500 Hz로 설정하였다. 

20 G의 가진 크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크기에 따

른 SSD의 수명을 확인하기 위해 25 G, 30 G의 추

가적인 가진 형태를 확정하였다. Fig. 9로부터 강제

진동 실험에 관한 실험장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Signal analyzer와 power amplifier를 이용하여 가

진 유형을 설정하고, SSD에 진동을 가한다. 그리고 

일정 시간 간격마다 SSD를 USB 포트가 부착된 

gender에 연결하고, 노트북의 USB 인식 여부를 확

인함으로써 재료의 파괴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Sine sweep test에서 파괴되는데 소요된 시간동안 

반복된 사이클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60

0
2

loop

s
ttfatigue

s

loop

t
N f dt

t
                    (2) 

loopt 는 가진 주파수가 1400 Hz에서 1500 Hz로 증

가되는 동안에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식 (1)에 가진 

범위의 시점, 종점을 각각 대입하여 얻는다. 그리고 

파괴되는데 소요된 시간 
fatiguet 를 

loopt 로 나누고 가

진 범위에서 수행된 사이클 수를 곱하면 총 사이클 

수를 얻을 수 있다. 

 

2.4 수명 예측식을 이용한 평가 

 강제진동 실험에서 크랙(crack)이 발생한 solder 

ball의 단면은 Fig. 10과 같다. 크랙은 solder ball과 

상부 solder pad의 접합부분에서 시작되었고, 진동

이 가해질수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해당 solder 

ball은 signal ball로서, 실험에 의한 크랙 발생 위치

는 Fig. 7(a)의 해석 결과와 일치한다. Dummy ball

에서 발생하는 크랙은 SSD의 작동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signal ball 크랙의 경우에는 정보 저

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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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Sectioning result of solder joint crack (a) location of 

failed solder ball (b) sectioned signal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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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N curve of the solder ball in the SSD 

 

재료가 인장, 압축에 의한 반복하중을 받게 되면 

물체 내부에 미세한 크랙이 발생하면서 강도가 점

진적으로 저하하고, 이러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결과

적으로 피로 파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재료의 강

도가 감소되는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S-N 

선도라고 하는데, SSD에 해당하는 S-N 선도는 Fig. 

11과 같다. 이 그래프는 다양한 크기의 응력과 해

당 응력에서 재료의 파괴 시점까지 도달하는데 필

요한 반복수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피로 파괴가 

예상되는 물체의 신뢰성은 피로수명으로 평가되므

로, 그 경향을 유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파괴에 이

르는 사이클 수는 실험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이 실

험값은 solder ball 응력값과 함께 도시하였다. 그리

고 이 결과값 조합으로부터 지수함수의 형태로 근

사화된 그래프를 얻었다. 결정계수 계산법을 이용하

여 근사화된 그래프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한 결과, 

결정계수 0.9804가 1에 가깝게 나왔으므로 이 근사

는 실험값과 잘 일치한다. 

 고사이클피로(high cycle fatigue)를 분석 대상으

로 하고, 응력에 근거를 둔 이러한 접근법은 식 (3)

으로 주어지는 Basquin의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

다. 

' (2 )b

a f fN                           (3) 

a 는 응력의 크기이고, 2 fN 는 파괴 반전

(reversals of failure, one reversal = 1/2 cycle)이

다. 1차 곡선의 응력축 절편과 기울기에 상응하는 

재료 상수 ' f 와 b 는 각각 피로 강도 계수

(fatigue strength coefficient), 피로 강도 지수

(fatigue strength exponent)이다. 첫번째 고유진동

수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가진 크기에 따른 재료의 

수명을 확인한 결과, 진동 상황에서 SSD 고유의 재

료 상수( ' f , b )는 각각 111.5297 MPa, -0.1987 

이다. 

 

 

Fig. 12 Comparison of maximum signal ball stress due to 

excitation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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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N curve of the solder ball in the extended cycl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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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ummy ball 포함 유무에 따른 수명 변화 

Dummy ball은 최외곽에 집중되는 힘에 의한 피

해를 최소화하고, package의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

시킨다. 일반적으로 dummy ball은 각 능동 소자의 

최외곽에 배치되며, 그 효과는 Fig. 12로부터 확인

할 수 있다. Dummy ball 위치에 signal ball을 배치

하였을 때 발생하는 최대 응력은 기존 signal ball 

위치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의 3~4배에 이른다. 

Fig. 13의 S-N 선도를 이용하여 응력 차이에 따른 

수명 변화를 보면, signal ball의 최대 응력에 대한 

사이클 수는 signal ball을 dummy ball 위치에 배치

시킬 경우의 사이클 수보다 700배 정도 큰 값을 나

타낸다. Dummy ball을 SSD에 적용하면 signal ball

의 응력이 감소하면서 dummy ball이 없는 SSD 대

비 700배의 수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실제품인 SSD의 진동에 의한 수명

을 평가하기 위해, SSD가 jig에 장착된 상태에서의 

고유진동 실험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1차 고유진동

수가 파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이로부터 강제진동 형태를 해당 고유진동수 

근처에서의 sine sweep 가진으로 설정하였다. 1차 

굽힘모드에서 controller package 영역의 변형이 

가장 컸으며, 장착된 상태의 SSD 강제진동 해석 및 

실험 결과에서도 controller package 최외곽에 위

치한 solder ball이 변형에 가장 취약한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solder ball의 응력

값과 Basquin equation을 이용하여 재료 상수를 계

산하였고, 높은 결정계수를 갖는 수명식을 산출하였

다. 추가적인 강제진동 해석 결과는, dummy ball이 

signal ball에 전달되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작용하여, dummy ball을 포함한 SSD의 signal ball 

응력이 3~4배 정도 감소한 것을 보여준다. 산출된 

수명식으로 dummy ball 포함 유무에 따른 SSD의 

수명식을 비교하였을 때, dummy ball을 포함한 

SSD가 dummy ball을 포함하지 않은 SSD 대비 수

명이 약 700배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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