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계 프로세스 네비게이터

Thermocalc
일본의 ㈜써멀디자인라보에서 개발한, Excel 기반의 열
계산 소프트웨어 입니다. 제품의 상세설계 이전에 기기
나 실장부품의 온도를 예측하여, 열적으로 위험한 부품
을 추출하고, 나아가서는 열대책 방법의 검토를 용이하
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FD를 이용한 검증 이전
단계에서 사용함으로써, 열설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Thermocalc를 이용한 열설계 프로세스의 구축
열해석, 열설계, 실측 및 열대책 등의 기기 열설계 프로세스
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설계방침의 룰이 정형화 되어 있
지 않으면, 부득이 큰 손실을 수반하는 사후 번복 대책이 되
고 맙니다.
Thermocalc를 이용함으로써, 설계의 초기단계에서 「열설계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수, 비용 및 개발기
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도입 전】：사후 번복 대책

【도입 후】：설계공정의 확립
Thermocalc

열해석

열설계

양산

실측・열대책

열전달 기초식을 열회로망법으로 구성한
Excel 기반의 열설계 프로세스 네비게이터

설계대상 별로 특화된 37종의 열계산 시트
280종에 달하는 풍부한 라이브러리

열회로망법에 의한 고속계산으로, 설계전의 다양한 형상
에 대한, 기기 및 실장부품의 온도예측, 열적으로 위험한
부품의 추출, 열대책 방법의 검토까지를 구현하였으며,
사전의 간이 개발 프로세스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대상 별로 튜닝된 37종의 계산 시트, 팬이나 재료물
성 등의 약 280종에 달하는 풍부한 라이브러리가 지원됩
니다. 물론, 하우징이나 부품의 외형치수, 형상, 소비전력
등의 수동 직접입력도 가능합니다.

부품의 온도

실장부품 온도

히트싱크 형상검토

열교환기

전자부품 데이터베이스 읽어 들이기 기능
회로도 CAD의 부품표 읽어 들이기 기능
ＣＦＤ와의 인터페이스
（CSV형식으로 부품정보 출력）

자연공랭 하우징

밀폐 하우징

강제공랭 하우징

강제공랭 기판

자연공랭 기판배열 복수부품 실장 히트싱크

Thermocalc를 위해 신 개발된 독창적인 인터페이스

・ Thermocalc는 일본의 ㈜써멀디자인라보 에서 개발되었고, ㈜리우스 에서 한글화 하였습니다.
・ 문장중에 기재된 회사명, 제품명, 서비스명 등은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 입니다.

일사

수냉 모듈

Thermocalc 사용례

Thermocalc
하우징내 환경을 산출

냉각방법의 결정

실장부품의 온도마진・
열대책 효과를 산정

자연
공랭

강제공냉

자연공냉

하우징 사이즈・발열량을 입력하
면, 자연공랭・강제공랭 중에서 적
합한 방법을 자동으로 판단

강제
공랭

냉각방법에 따라 적합한 열계산
시트에서 하우징내 온도,
풍속등을 어림계산

부품을 실장한 경우의 온도마진,
대책의 효과 등을 검토

하우징 사이즈, 개구부의 사이즈・위치, 필요한 열대책 내용(히트싱크, 팬 등등)이 결정
⇒ 수치해석을 수행하는 것보다 용이하게 필요한 냉각사양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Thermocalc에 관한 문의처 :
㈜리우스
URL
http://www.leewoos.com
문의
031-776-2151(lee@leewo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