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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열 설계가 중요한 이유

PCB 성능의 여러 측면은 상세 설계 과정 중에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타이밍 때문에 트레이스를 정해진 

길이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타이밍 문제는 여러 부품 사이의 온도 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PCB 설계의 열 문제는 대개 부품 선정(예: 칩 패키지)과 레이아웃 단계 중에 ‘고정(locked in)’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시점이 지나고 나면 부품이 작동할 때 너무 뜨거워진다고 해도 시정 작업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당사는 공기로 냉각되는 전자부품에는 특히 중요한 전자부품의 유동 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시스템 또는 인클로저 수준에서 시작하는 탑다운 방식의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참조 1] 설계 초반부에 정해진 공기 유동의 균일성이 결국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에 

대해 세워 놓았던 여러 가지 가정은 제품의 상용성과 출시 기한에 부합하는 데 재난에 가까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열 레이아웃 최적화

황금률은 일찍 시작하는 것,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열 무결성을 책임 지는 기계 

엔지니어는 전자 엔지니어에게 설계의 지향점을 제공하기 위해 특히 설계 초반부에 선택한 내용이 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급적 유용한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기계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자면 PCB 수준에서 이 작업은 패키지 선정을 돕고 부품을 배치하는 최선의 

방법을 돕고 냉각에 적합한 시스템 공기 유동을 활용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레이아웃과 패키지 선정은 

둘 모두 전자부품의 성능과 비용을 고려한다는 요소를 조합한 요인의 영향이 큰 것이 불가피한 법이지만, 

이러한 선택이 열 성능에 미치는 결과를 가급적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온도와 냉각도 성능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1: 사전 배치/사전 레이아웃 시작

전기 설계 흐름 내에서는 레이아웃이 완료되기 한참 전에 끝내놓을 수 있는 작업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설계에 열 관련 고려 사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이 시점이 닥치기 이전에 감안하는 것이 

옳습니다. 인클로저를 단순하게 나타낸 것만으로도 보드 전체에서의 공기 유동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참조 1]

우선 전체 보드 표면 위로 전체 보드 전력을 퍼뜨리기만 해도 출발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 유동이 

잘못 분포되어 생기는 뜨거운 영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온도 지도가 생기고, PCB 설계에 앞서 인클로저 

수준에서 공기 유동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보드를 유동성이 5Wm-1K-1 ~10Wm-1K-1 

사이로 등온적인 하나의 블록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결과는 선택한 값에 별로 민감하지 

않게 나타납니다. 

주의할 점은, 부품은 보드에 국소적으로 열을 주입하게 되므로 부품 아래의 보드로 들어가는 열의 유속 

밀도(flux density)는 보드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보드의 국소 온도는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 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그러므로 이 단계의 보드 온도는 부품 온도를 예측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모델을 조정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보드 온도가 부품 케이스의 최고 온도에 가깝다면, 부품 열원을 따로 재현했을 때 이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히트싱크가 꼭 필요한 부품이 한 개 이상 있는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2: 부품 전력 구하기(추정)

이때문에 설계에서 사용될 주된 방열 부품의 개별적인 전력 예상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패키지의 대략적인 크기를 알아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들을 시뮬레이션 내의 풋프린트 열원으로 설명할 수 있고, 나머지 열량을 보드 표면에

균일하게 퍼뜨릴(smear)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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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계통도 캡처 단계가 시작될 무렵에 이뤄지는 연구 및 선정 과정의 일환으로, 시스템 건축가는 

이미 어떤 종류의 주요 부품이 꼭 필요한지, 무엇과 무엇을 가깝게 배치해야 하며 부품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대략적인 감을 잡고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제품용으로 선정된 부품을 

일부 사용해야 하거나 이전 세대 제품에서 사용했던 부품을 유지해야 할 상황을 예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3: 패키지 선택 전에 3D 부품 모델 사용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부품 선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시뮬레이션에서 일종의 3D 부품 모델을 

포함하려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열 결과를 다시 제공하면 열 

성능이 패키지 선정 기준의 일부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IC 중에는 한 가지 이상의 패키지 

스타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패키지 스타일이 열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두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패키지를 적절하게 선정하면 나중에 히트싱크가 필요해질 

가능성을 초기에 배제할 수 있기도 합니다.

부품 온도는 제조업체가 부품 사양을 어떻게 지정했는지에 따라 케이스 온도 또는 접점 온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설계를 열 관점에서 봤을 때 용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수단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부품 온도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타 모든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가장 단순한 형태의 3D 부품 모델은 바로 

전도성 블록입니다. FloTHERM은 맞춤 조정된 재료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여러 가지 패키지 스타일에 따라 

케이스 온도 예측값을 내놓습니다. 

그림 1: FloTHERM에서 하나로 묶어 처리한 패키지 재료

플라스틱 부품의 경우 열 전도성이 5Wm-1K-1 ~ 10Wm-1K-1인 것이 좋고, 세라믹 부품이라면 15Wm-1K-1을 

권장합니다. [참조 2] 5Wm-1K-1이면 케이스 온도 면에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숫자임이 분명합니다.

패키지 몸체를 3차원 입체로 표현하면 국소적인 공기 유동의 효과와 그에 상응하는 다운스트림 부품을 

감안하게 됩니다. 대형 부품이 작고 높이가 낮은 부품을 냉각용 공기로부터 가려줄 수 있고, 부품 

뒤편에서 형성되는 후류는 같은 공기가 재순환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는 부품은 무엇이든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유용한 팁이 있다면, 직사각형 부품을 모두 정렬하여 긴 쪽이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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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방향과 평행하게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동이 방해물을 ‘만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전체 

압력도 강하되고 후류도 작아지므로 다운스트림 부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4: 열 결과 피드백 

이시점쯤 되면 PCB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PCB 설계 팀에 제공하기 시작해도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비교적 개략적인 편이기는 하지만 주요 시뮬레이션 결과, 즉 보드 전체에 대한 공기 유동

분포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보드 온도 맵은 대단히 강력한 도구 역할을 해주어 이용 가능한 냉각용 공기에

관련하여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해야 하는지, 그것이 부품 온도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칭 부품 케이스 온도 값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 추정 레이아웃

■ 매우 대략적인 전력 추산치

■ 패키지 선정에 대한 불확실성

■ PCB 내 알 수 없는 레이어 스택업(stack up) 및 구리 분포 상황 및

■ 예비 히트싱크 크기 및 설계(이미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유용한 출발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성능을 파악할 수도 

있고, 설계가 복잡해지면 그에 따라 함께 미세 조정할 수 있는 모델도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부품과 그 인접한 사물의 온도에 부품 배치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낼 때 대단히 유용한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조정이 간편하고 모델을 다시 실행하는 데에도 몇 시간이 아니라 단 몇 분이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결과를 보면 어느 부품에 어떤 형태로든 히트싱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있는 경우). 이것이 다음 단계로 알아볼 항목입니다. 이러한 부품은 또한 패키지 선정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면 모델링 면에서 한층 더 미세 조정해야 하는 부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열 모델을 발달시킬 때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수고를 들여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초기 히트싱크 크기 결정 

너무 뜨거울 가능성이 있는 부품의 경우 히트싱크를 사용하면 해당 부품의 온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유동이 패키지 한쪽 면에서 주로 정상 상태인 경우, 플레이트 (또는 압출형) 핀 

히트싱크가 가장 적절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핀 휜(pin fin) 히트싱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FloTHERM과 FloTHERM XT에는 Heatsink SmartPart라는 것이 있어 히트싱크 형태를 매개변수에 의해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히트싱크 베이스를 패키지와 같은 크기로 만들어 핀(fin)의 개수, 

핀 높이와 핀 두께를 달리해 가면서 조사해 나갑니다. 이 작업의 목표는 히트싱크를 그저 패키지 위에 

탑재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대형 히트싱크가 필요할지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대형 히트싱크를 

탑재하려면 보드에 기계식 부품을 부착하는 데 관한 정보(그림 2)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가급적 조속히 

PCB 설계 팀에 피드백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보드를 라우팅하기 전에 충분한 

냉각 성능을 제공하는 기존 히트싱크를 선택하거나 맞춤 히트싱크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히트싱크에 기계 부품을 부착하면 부품 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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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싱크는 본질적으로 면적을 확장하는 장치입니다. 이 때문에 공기가 통과할 표면적이 넓어짐으로써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대류열이 늘어납니다. 히트싱크는 보통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 열기가 베이스 

전체를 가로질러 핀까지 올라가는 경로로 효율적으로 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자체가 일종의 

히트 스프레더 역할을 하여 부품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길이가 짧은 핀의 간격을 

넓게 잡아 공기 유동과 히트싱크로 인해 발생하는 후류를 최소화합니다. 이 때문에 다운스트림 부품의 

냉각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2: 패키지 몸체를 벗어나는 히트싱크(고정 핀 포함)

이렇게 했을 때 비교적 작은 크기의 부품 탑재형 히트싱크만으로도 부품을 냉각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 작업을 이 시점에 중단해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히트싱크를 포함시킬 때에는 패키지와 히트싱크 사이의 열전달물질(TIM)의 열 저항도 포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선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좌우되겠지만, 두께가 약 0.2mm이고 열 전도성이 

약 1.0Wm-1K-1인 표준형 열 패드라면 설계 초반부에 사용할 무난한 선택일 것입니다.

6: 부품을 정확하게 표현

PCB 설계 팀에 피드백 정보를 주어 부품 선정과 배치에 일조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열 메트릭스에 

대해서도 지침을 주어 가능한 후보로 선정된 여러 부품의 열 성능을 비교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히트싱크가 없는 부품의 경우 비교해볼 가장 중요한 열 메트릭은 접합부-보드 열 저항(Junction –Board)

입니다. [참조 3] 히트싱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의 경우라면 접합부-케이스 저항(Junction-Case)

이가장 중요합니다. 이 열 저항은 히트싱크와 직접 접하는 면에 대하여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참조 4] TO형 패키지의 경우 이 면에 대개 PCB에 납땜으로 부착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메트릭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면, JEDEC 표준 2중 레지스터 모델(그림 3 참조)을 만들어 열 모델을

재실행하면 접점 온도의 첫 번째 추산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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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설계용 패키지 열 정보의 성능 계층 구조

예측 정확도 면에서 다음으로 높은 단계는 DELPHI 모델입니다. [참조 6] DELPHI 모델은 히트싱크 선정 시  

2중 레지스터 모델보다 낫습니다. 이는 윗면 표면이 온도가 서로 다른 안쪽 및 바깥쪽 영역으로 하위 

분할되어 있고, 따라서 히트싱크 베이스 두께의 효과를 일차적으로 알아보는 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히트싱크가 필요한, 열 면에서 중요한 패키지의 경우 상세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품 데이터시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이용 가능한 FloTHERM 모델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없다면 공급업체로부터 FloTHERM 모델을 요청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비공개 협약(NDA)

을 체결하고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류 IC 패키지 공급업체 중 대다수가 FloTHERM용 열 모델을 

제공하는데, 이는 이 제품이 업계에서 가장 널리 도입된 전자부품 냉각 CFD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이야말로 FloTHERM PACK이 진가를 발휘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FloTHERM PACK 사용자 전체의 약

70%는 시스템 통합업체입니다. 이들은 FloTHERM PACK의 JEDEC 패키지 마법사를 이용하여 패키지 스타일,

몸체 크기와 리드 개수만 알면 패키지를 그대로 재현한 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FloTHERM PACK

은 또한 입력 데이터 일체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므로, 패키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즉시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2중 레지스터, DELPHI [6] 및 상세 모델을 만들고

설계가 복잡해지면 그에 따라 부품 열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작업도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7: 보드 세부 사항을 무시하는 것은 금물

보드 열 전도성에 대한 결과의 감도 또한 부품 차지 공간과 열원 추산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부품을 3D 

전도성 블록으로 모델링하고 나서 조사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작업은 부품 모델을 미세 조정하면서 

병행할 수 있고, 사실 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는 PCB 열 전도성에 한 가지 정해진 값이란 없습니다. PCB는 구리와 유전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구리가 1,000배는 더 열 전도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절연체가 여러 레이어를 서로 절연하고 각각의 

트레이스를 절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계 초반부, 보드가 트래킹되기 한참 전이라면 단순한 

등방성 전도성 값을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5Wm-1K-1 ~ 15Wm-1K-1 사이로 달리하면 PCB의 열 성능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드의 열 표현은 상세 

설계 과정 중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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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를 대략적으로 정의했으면 PCB 설계 팀이 착수할 다음 단계는 계통도 캡처와 전기 시뮬레이션 

(즉 타이밍)입니다. 계통도 캡처 후에 보드를 라우팅하기 전에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정보는 보드의 

레이어 스택업(stack-up)입니다. 

보드에 신호 및 전원 또는 접지 레이어가 몇 개나 될지 가정하여 추산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PCB 

표면에 트레이스를 탑재하면 패키지 상호 연결부(리드 또는 솔더볼)로부터 국소적으로 열을 분산시키는 

반면, 전원 및 접지 판을 묻어두면 판 내 열 전도성을 눈에 띄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열 관점에서 보았을 때 PCB 성능에 이와 같은 구리 함유 레이어가 미치는 영향은 레이어 두께에 

좌우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두께는 0.5Oz 또는 1.0Oz의 구리 함유율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Oz(온스)’는 

구리의 온스당 무게로, 1제곱 피트 면적에 균등하게 도포한 것으로 측정합니다. [기준 7] 1Oz를 두께로 

환산하면 1.37mils(밀스, 1,000분의 1인치) 즉 0.0347mm입니다.

PCB 레이어가 각 유형(신호 또는 전원/접지)별로 몇 개씩인지 개수의 추산치를 얻었으면 PCB 모델을 

업그레이드하여 이러한 레이어를 각각 개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 됩니다. 라우팅 전에 각 비절연 

레이어의 두께와 구리 적용 범위의 백분율에 대해서도 추산치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전원 및 접지 

판에는 1Oz를, 트레이스 레이어에는 0.5Oz를 사용합니다. 이때 구리 함유율은 각각 80%와 20%로 

가정합니다. 유전체는 면적별로 평균을 낸 전도성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판 내부 및 판 

통과 면에서 모두 같음) 이러한 레이어의 전도성은 각각 80%와 20%의 구리가 갖고 있는 열 전도성으로 

간주해도 됩니다.

유전체 레이어의 최소 두께는 양쪽 면의 구리 두께에 좌우됩니다. 이는 열 확장에 대한 계수 차이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나아가 보드의 전체 두께를 제시하게 됩니다. [참조 8]

크기가 작고 핀 수가 적은 고전력 패키지의 경우 보드에 탑재된 트레이스의 길이 척도가 패키지와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EDA 시스템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이러한 특징을 패키지에 대하여 형태 

면에서 비슷한 정도로 상세하게 모델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TO 패키지가 납땜으로 부착된 

구리 패드라든지, 패키지를 상세히 모델링 했을 때 패키지에 국소적으로 탑재되는 트레이스 등이 이러한 

특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각종 열 비아를 패드 아래에 탑재하여 열기를 매몰된 접지 판으로 유도하는 데 

사용하는 모델링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8: EDA 시스템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FloTHERM과 FloTHERM XT에는 종합적인 EDA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어 일류 EDA 시스템이라면 종류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Mentor PADS, Mentor Boardstation, Mentor Xpedition 

Enterprise, Cadence Allegro, 및 Zuken CR5000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DA 시스템에서 부품 배치 데이터를 가져오면 열해석 툴 내의 배치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레이아웃이 변경되면 언제든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FloTHERM XT의 FloEDA Bridge 모듈을 사용하면 버튼 

하나만 눌러도 PCB 설계 데이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필터링했는지 

기존 설정을 모두 그대로 보존합니다.

상세한 PCB 모델링에는 스택업 가져오기, EDA 시스템에서 가져온 트레이스 레이어의 라우팅 정보, 비아의 

분포는 물론 전원 및 접지 판의 구리 형태 등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9: PCB 열 설계를 설계 흐름 위쪽으로 이동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열 설계상의 고려 사항을 다음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설계 

흐름의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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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부분적으로는 기계적인 관점의 열 설계를 전기적 관점의 열 설계와 평행하게 간주하는 것이 

수반됩니다. 잘만 한다면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서로를 보완하여 열 설계를 한층 더 빨리,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 가지 흐름에서만 열 설계를 수행했을 때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각 흐름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본 문서가 촉구하고자 하는 작업 방식입니다.

10: EDA 흐름을 사용하여 통합 설계에 착수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EDA 흐름 내의 열 통합 설계라 할 것입니다. PCB 트레이스의 전류 밀도와 

전원 판의 여러 영역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루넥 다운(through neck-down)이 최근 몇 년간 점차 증가하면서, 

줄(또는 옴) 가열이 PCB 설계에서 문제로 부각되는 현상이 늘어나 보드의 전기 및 열 성능 양쪽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 설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Mentor Graphics의 HyperLynx 

Thermal 및 HyperLynx PI(전원 무결성) 등과 같은 복합 분석 툴이 출시되어 레이아웃 및 라우팅 툴세트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줄 가열의 경우 PCB 자체 내에서 추가 열원이 발생하여 활성 부품에 의해 발산되는 열에 더해 더 많은 

열이 추가됩니다. FloTHERM을 사용하면 레이어별로 상세한 열원 맵을 가져와 PCB 상세 모델에 

겹쳐봄으로써 이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FloTHERM과 같은 CFD 소프트웨어는 PCB의 대류 냉각은 물론 각종 주변 사물과의 방사열 교환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줍니다. PCB 내의 줄 가열로 인한 열원을 HyperLynx PI에서 FloTHERM 또는 FloTHERM XT로 

가져오려면 전체 시스템의 열 설계가 마무리되기에 앞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4: 설계 중 CFD 결과를 IR 카메라로 측정한 실제 PCB와 비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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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백서에서는 PCB 열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서는 결코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여기서 다루지 않은 상세한 내용도 아주 많습니다. PCB 수준 열 설계 

업무를 맡고 있으며 Mentor Graphics의 열 설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지, 

각자의 응용 분야에 알맞은 제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Mentor Graphics 기계적 분석 부서의 

웹 페이지 http://www.mentorkr.com/mentor/products/products_mechanicalanalysis.htm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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