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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보드와 파워보드에 관한 발열성능 평가

Evaluation of Control Board and Power Board Thermal 
Performance

장성철1*, 권민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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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thermal safety design, in 

order to maintain the heat generated from integrated circuit (IC) chips in the 

converter, condenser, resistor, and transistor (which are considered as heat sources for 

thermoelectric devices with a printed circuit board) below target levels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ing a control board and a main power board. The study analyzed 

the heat generation and dissipation characteristics of the entire printed circuit board 

(PCB) model to examine its therm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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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력전자 기기들은 제품성능 및 기능의 

지속적 발달과 더불어 전자소자 및 그 부품들의 

소형화, 고실장화로 인해, 단위체적당 열에너지 밀

도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 통계 자료에 따

르면, 전자소자의 고장원인의 55% 정도가 과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따라서 

방열설계로부터 전자소자들에 대한 냉각정책을 실

시하여, 전력전자 기기들의 고장률 저하와 신뢰성 

향상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반복적인 시제품 

제작과 성능평가시험을 통한 시행착오법에 기반을 

둔 개발프로세스는 지난 15여년에 걸쳐 점차적으

로 수치해석적 접근법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 

기반의 설계프로세스로 대체되고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제어보드와 주파워보드의 개발과

정에서 인쇄회로기판의 열전소자들 중 열원으로 

간주되는 컨버터, 콘덴서, 저항기, 트랜지스터 등

의 IC 칩들의 발열상태를 설계목표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열 안전설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전체 PCB 모델에 관한 발

열 및 방열 특성들을 분석하여 그 열적 안전성 여

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제어보드와 주파워보드

Fig. 1은 제어보드와 주파워보드를 나타낸 것이

다. 열전소자들의 발열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

기 위한 핵심부품은 바로 방열기이다. 이러한 방

열기는 전자기기내 환경조건과 설계조건 등의 변

수들로부터 허용온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즉 전력소모량이 높은 열전소자들은 

방열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방열기 설계에 오

류가 있을 경우에, 처음에는 양호한 동작을 하지

만 내구 후 열전소자 내부에서 허용온도 이상의 

발열로 인해 장치가 파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

전소자의 방열기에 관한 열분석은 아주 중요한 설

계검토항목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파워보드와 제어보드에 

사용되는 컨버터, 트랜지스터 및 파워 디바이스 등

의 열전소자들의 열적 반응상태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열기 모델의 설계 신뢰성 및 타

당성을 수치해석적 접근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a) Control board

(b) Main power board

Fig. 1 Control board and main power board

Fig. 2 Thermal resistance between junction 
& case/junction & amb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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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기의 소비전력은 P-N 접합부 허용 사용온

도와 주위온도와의 관계식을 활용하여 간략히 계

산할 수 있다. 열 저항의 관점에서 RTH(J-A), 즉 

접합부온도와 주위온도 간 열저항은 실장하는 기

판에 따라 달라지고, 각각의 전력전자소자 종류들

에 따라 다르지만, 패키지가 동일하면 근사치 값

을 얻을 수 있다. 실리콘 소자의 P-N 접합부에서 

발생한 열이 발산할 때까지의 열 저항치로, Fig. 

2에서와 같이 RTH(J-A)는 접합부에서 주위, 

RTH(J-C)는 접합부에서 케이스, RTH(J-L)는 접합부

에서 리드단자까지의 열 저항치들을 의미한다. 단, 

이 열 저항치는 기판, 랜드 패턴 등의 크기, 재질 

등에 따라 변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RTH(J-A)는 

실장기판 및 솔더링(soldering)에 의한 방열조건이

나 온도측정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참고치

로만 활용되도록 권장된다. 

3. 열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

열전소자들로 구성된 제어보드와 파워보드에 관

한 열전달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Fig. 3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주요 열전소자들의 조립상태를 3D 

CAD로 모델링하였다. 반도체 칩과 구리판 사이에

는 절연층이 존재하며, 그리고 방열기에 효율적으

로 열을 전달하기 위해 반도체와 방열기 접합부분

에는 열전도페이스트가 존재한다. 이러한 절연층 

및 페이스트 층을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보다 정확

한 수치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컨버터, 

트랜지스터, 콘덴서 등의 파워 소자들의 3D CAD 

모델은 Fig. 3과 같이 IC 공급업체의 데이터시트

에 제시된 치수 정보들을 참고하여 모델링 하였고 

Table 1의 값을 참고하였다.

Fig. 4∼5와 Table 2∼3에 제어보드와 파워보드

에 관한 유한요소 격자망과 그 요소분할 상태도를 

함께 도시하였다. 대류열전달계수는 실제 실험결과

에 근거를 둔 Nusselt number의 실험식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지만, 간단한 유체유동과 단순한 기하

형상에 관해서만 응용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Lucian이 “전기회로보드 설계”

에서 활용한 대류열전달계수 값을 사용하였다[6].

Component
Thermal conductivity 

[W/m⋅K]

Plastic 
package(Epoxy)

1

Semiconductor 150

Insulator 32.3

Copper plate 401

Thermal conductive 
paste

4.5

Heat sink 200

FR-4 0.35

Table 1 Thermal conductivity for each component 
of PCB board

　
Control 
board

Main power 
board

Num. of Nodes 1,677,725 2,056,591 

Num. of 
Elements

1,088,081 1,406,227 

Table 2 Nodes and elements for thermal analyses 
of control & main power boards

Number Circuit 
name Part name Average 

current

1 K6-A HR703F-24VDC 5 W

1 K7 HT2-1A-24-L2 2 W

4
Q4,Q5,Q

6,Q7
IRFB59N10D/TO220 3.8 W

1 U4 LM317AEMP/TO223 0.15 W

2 D4,D5 SS34/DO-214AB 0.2 W

1 U32 L7815_TO220 15.36 W

Table 3 Power dissipation of major thermoelectric 
device on contro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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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D CAD model for electrothermal 
module-heat sink assembly

Fig. 4 Finite element model for thermal 
analysis of control board

Fig. 5 Finite element model for thermal 
analysis of main power board

4. 제어보드의 방열 성능평가

제어보드 모델의 주요 열전소자들인 정전압 레귤

레이터의 KA7805 IC 칩과 고주파 DC-DC 컨버터

의 FB59N10D 소자들에 관한 P-N 접합부에서의 

소모 전력량들은 Table 3에 나타난 값들을 사용하

여 가상 열전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주

변온도는 상온상태로 가정하여 25℃로 설정하였다. 

Fig. 6은 제어보드에 대한 발열해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고주파 DC-DC 컨버터의 FB59N10D 

IC 칩 4개의 소자들에서 온도 예측값이 약 398.

5℃로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온도상승으로 인해 PCB의 FR4 소재 및 솔

더링 부분이 녹아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반드시 

FB59N10D 소자들에는 방열판을 부착하여 온도상

승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4개의 IC 칩들

이 너무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함으로 인해 온도상

승을 더 가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PCB 패턴을 재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FB59N10D IC 칩들에는 반

드시 방열판을 설계하여 부착하고, 적절한 원거리

를 갖도록 4개의 FB59N10D IC 칩들을 재배치하

여야 할 것이다. 

Fig. 7에 정전압 레귤레이터 KA7805 IC 칩과 

그 방열기판을 함께 도시하였다. 예측 온도값이 약 

113℃로 P-N 접합부의 허용 온도조건 TJ(MAX) = 

150℃와 약 37℃ 만큼의 여유가 있다. 이러한 결

과로부터 KA7805 소자의 방열판은 열 방출을 위

한 적절한 설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PCB 상부 패턴에 대한 온도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4개의 FB59N10D 소자 직부에서 

최대온도가 약 317.5℃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열상태에서는 PCB의 FR4 소재가 녹고, 극한 상

황에서는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Fig. 9는 4개의 FB59N10D 소자들 중에서 1개

만 동작하는 경우에 대한 PCB의 발열해석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PCB 상부 패턴의 최대온도가 약 

286.4℃로 Fig. 8의 결과보다 약 31℃ 정도 줄어

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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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59N10D 소자들은 현 상태의 장착위치를 적절

히 변경하여 서로 간 온도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제어보드에 관한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값비

싼 반복적인 시행착오법을 통한 설계평가에 앞서, 

설계 문제점들을 이와 같은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

해 검토함으로써 시제품제작과 성능평가시험에 소

요되는 개발비용 및 개발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어보드에 관한 시뮬레이션

으로부터 FB59N10D 소자는 반드시 방열판이 부

착되어져야 하며, 4개의 칩들은 서로간 적절한 원거

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배치되어져야 할 것이다.

Fig. 6 Thermal analysis result for control 
board

Fig. 7 Thermal analysis result for KA7805 
IC chip & heat sink 

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PCB 
pattern of control board

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PCB 
pattern of control board using only 
one chip of four FB59N10D chips

5. 파워보드의 방열 성능평가

파워보드에 사용되는 열전소자들인 울트라 패스

트 리커버리 정류기의 U1620G IC 칩, 통합 오프

라인 스위처의 TOP252 IC 칩 및 단상 브릿지 정

류기의 KBU606 소자들에 관한 P-N 접합부에서

의 전력소비량들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파워보

드의 열전달해석을 위한 입력 소비전력 값들로 

Table 3에 표기된 각 열전소자의 전력 값들이 사

용되어졌다. 그리고 제어보드의 열전달 시뮬레이

션과 동일하게 주위 분위기 온도는 상온상태 2

5℃로 설정하였다.

Numbe
r

Circuit 
name

Part name
Average 
current

1 L1 CV950075SFA 0.5 W 

1 U3
TOP261YN/ 
TO220-7C

11.364 W

1 D5
BYV32-200/TO220

=
(MUR1620TG)

7.793 W

1 D1
KBU606 

/600V/60A
3.025 W 

1 T1
HKC013B(EER42_7

X7)
4 W 

Table 4 Power dissipation of thermoelectric 
module on main pow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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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파워보드의 발열해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최대발열은 통합 오프라인 스위처의 

TOP252 IC 칩의 P-N 접합부에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예측 온도값은 약 136.1℃

로 설계 목표치인 P-N 접합부의 허용최대온도 

TJ(MAX) = 150℃ 이하를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계마진은 약 13.9℃로 계산되었다. 

Fig. 11∼13은 통합 오프라인 스위처의 TOP252, 

울트라 패스트 리커버리 정류기의 U1620G, 그리고 

단상 브릿지 정류기의 KBU606 IC 칩들에 대한 온

도상승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TOP252 IC 칩을 

위한 방열기판은 주어진 칩의 발열조건에 대하여 

적절한 방열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Fig. 12는 U1620G IC 칩과 함께 방열기판을 

도시한 것이다. P-N 접합부의 최대 발열온도는 약 

105.38℃로 예측되었다. 설계 목표치인 (TJ ≤ 15

0℃)와는 약 44.7℃가 여유가 있고 권장 설계 목표

치인 (TJA ≤ 120℃)와는 약 14.7℃도 정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U1620G 열전소자가 주

어진 작동조건하에서 생성한 발열량보다 방열판이 

더 많은 열을 배출함에 따라 권장 설계 목표치 TJA 

= 120℃ 근방에서 열평형이 일어나지 않고, 다소 

많은 설계마진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은 단상 브릿지 정류기의 KBU606 IC 

칩에 대한 발열상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P-N 접

합부에서의 최대온도는 약 126.05℃로 예측되었

다. IC 칩에 방열기가 부착되어있지 않지만, 열전

소자의 작동조건 동작범위 내에서 생성된 발열이 

케이스를 통해 주위 공기층으로 적절하게 열전달

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

터 KBU606 IC 칩에 방열판을 부착하지 않은 설

계 의도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14는 PCB 상부 패턴의 온도분포도를 도시

한 것이다. 그 최대치는 약 132.95℃로 예측되었

다. 이러한 발열상태는 PCB 기판의 설계 상한치 

150℃에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main 
power board

Fig. 11 Temperature rise distribution for 
TOP252 IC chip on main power 
board

Fig. 12 Temperature rise distribution for 
U1620G chip of main pow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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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emperature rise distribution for 
KBU606 chip of main power 
board

Fig. 14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PCB pattern of main power 
board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어보드와 파워보드에 관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가상 열전달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 PCB에 채용된 열전소자들의 열적 안전성 및 

방열설계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제어보드에 관

한 열전달해석으로부터 FB59N10D 소

자는 반드시 방열판이 부착되어져야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또한 4개의 IC 칩들이 좁은 영역에 

너무 근거로 장착되어짐에 따라 서로간 열유속의 

간섭으로 인해 온도상승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열유속 간섭에 의한 

온도상승효과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원거

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PCB 패턴을 재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파워보드의 방열설계는 열전소자들의 

발열로부터 설계 목표치의 온도상승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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