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냉각 모듈
SolidWorks Flow Simulation용 전자 냉각 모듈은 표준 부품의 열 특성과 냉각 
요건을 평가합니다. 이 모듈에는 해석 생산성 기능 및 향상된 시뮬레이션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설계자와 엔지니어들이 전자 패키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모음을 제공합니다.

•  기류 최적화 - 모든 부품에 적절한 양의 냉각 유동을 제공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과제의 핵심입니다. 기류를 최적화하려면 부품을 이동하거나 공기 배플 
및 덕트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품 열 설계 - 정확한 제품 성능을 보장하려면 부하 시 최대 온도 및 가열 냉각 
주기를 포함한 전체 열 거동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  방열판 선택/설계 - 알맞은 방열판 선택은 냉각 대상 부품의 작동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알맞은 방열판을 선택하려면 전체 기류와 PCB 
부품의 열 영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PCB 열 시뮬레이션 - 설계자는 PCB를 격리된 상태로 검사하여 부품 배치, 
히트 파이프 사용, 방열판 및 방열 접착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팬 선택 - 팬 선택 및 배치를 최적화하면 설계의 전체 열 성능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엔지니어를 위한 유동 시뮬레이션
SolidWorks® Flow Simulation 
소프트웨어는 설계자와 엔지니어를 위해 
전산 유체 역학(CFD)에서 복잡성을 제거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설계의 핵심 요소인 
유체 유동, 열 전달, 유체력 등을 빠르고 
쉽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전자 냉각 
모듈은 다른 어떤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산성과 기능 그리고 손쉬운 사용법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용 도구와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SolidWorkS FloW Simulation:
전자 냉각 모듈

전자 냉각 모듈을 사용하여 설계자들은 
PCB 및 전자 부품의 열 성능을 테스트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전자 냉각 시뮬레이션 도구



산업용 도구 – 전자 냉각 모듈에 포함된 산업용 도구는 기계 엔지니어의 전자 부품 
인클로저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강력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줄(Joule) 가열 - 줄(Joule) 가열은 전기 전도성 고체의 정상 상태 직류를 
계산하며 열 전달 계산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  2 저항 컴포넌트 - 2 저항 장치 컴팩트 모델은 인증된 JEdEC 표준 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단일 칩 전자 패키지의 전통적인 단일 저항기와 비교할 때 
절대 예측값의 정확도가 놀라울 만큼 향상됩니다.

•  히트 파이프 - 노트북 및 기타 제한된 공간이나 전도 냉각 설계에서 우수한 
냉각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간편하고도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  PCB 생성기 - PCB 구조에서 자동으로 파생된 2축성 열 전도 값과 특정 도체와 
유전체 물질의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멀티 레이어 PCB의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간편한 표준 방법입니다.

•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 향상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에 광범위한 
신규 고체, 팬, 열전 냉각기 및 2저항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iC 
패키지를 나타내는 방열 접착제와 고체 라이브러리도 추가되었습니다.

설계자 및 엔지니어들은 전자 냉각 모듈을 사용하여 열 분석을 위한 복잡한 전자 
시스템을 빠르고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전자 냉각 모듈은 사용법이 쉬운 
산업용 도구로서 해석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향상시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olidworks.com/simulation을 방문하거나 현지 SolidWorks 
공인 리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전자 냉각 모듈을 사용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히트 파이프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비체적 줄(Joule) 열[W/m^3]

줄(Joule) 가열을 통해 저항 성분 거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사

dassault Systèmes 
SolidWorks Corp. 
300 Baker Avenue 
Concord, MA 01742 USA 
전화: +1 978 371 5011
이메일: info@solidworks.com

SolidWorks는 dassault Systèmes SolidWorks Corp.의 등록 상표입니다. 다른 브랜드 및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2011 dassault Systèmes. All rights reserved.  MkSiMElECTdATAkor0411

아시아/태평양 지사 

전화: +65-6511-7988
이메일: infoap@solidworks.com
 
한국 지사 

전화: +82 (0)2 3270 8500
이메일: infokorea@solidwork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