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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UM DESIGNER를 이용해 출력물 생성을 간소화하는 세 가지 방법

귀하는 고된 작업인 PCB 설계를 마치셨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죠,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제품이 가공 및 조립 단계에 들어가서 최종 생성물이 되어 나오기까지 전체 과정 중에서 중간 지점 쯤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에서 제조로 넘어가는 단계는 가공 및 조립을 위하여 제조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일련의 파일들을 구성하고 
조립하는 단계로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파일은 자재명세서(BOM), 거버(Gerber) 파일, NC 드릴 파일, ODB++ 파일, IPC-2581 파일, 파일, 어셈블리 
도면입니다. 가공 및 조립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 항목들을 이 목록에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 합니다. 보드 가공 업체가 처음 제출된 
데이터를 받아본 후 PCB 설계자에게 다시 새로운 데이터 또는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일관된 작업 확립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문서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성하고 조립하기가 
쉬워집니다. 특정 표준화되어 있거나 최소한 데이터 생성의 표준화된 출발점이라도 있으면 설계 후 과정이 덜 수고스러워집니다. 
본 문서는 설계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제조용 문서를 만들기 위한 설계상의 준비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PCB

PCB 설계 마지막에 설계자는 보드 가공업체에 전달할 일련의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중한 
시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새로 보정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이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면 소요 시간은 더욱 늘어납니다. 제조용 
문서의 작업은 중대한 취약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공 및 조립에 필요한 파일의 수까지 더해져서 오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맨 위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PCB 제조 주기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PCB 설계 
업체는 데이터 파일을 받으면, 그것을 분석하여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자신에게 전달되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Basic PCB design-to-manufacturing cycle 기본적인 PCB 설계-제조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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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보드 설계자에게 새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 또는 보정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새로운 또는 보정된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보드 설계자는 원하는 파일을 생성하기 위하여 초기 생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파일을 재생산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은 PCB 설계자가 출력물 생성을 위해 사용한 특정한 또는 
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렇게 파일 생산을 반복하면 각 생산 단계가 반복될 때마다 시간과 돈이 낭비 되기 때문에 전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PCB 설계자와 가공업체 사이의 흐름은 가능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보드를 생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조용 문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세 가지의 PCB 설계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1 — 출력물 표준화

Altium Designer는 가공 및 조립을 위한 모든 데이터와 문서를 생산하고 제어하는 툴과 자동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툴 들을 
통해 수고를 크게 덜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Output Job Configuration 파일(*.Outjob)은 어떤 프로젝트에든 추가될 수 있고 모든 필요한 출력물의 생성이 가능한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출력물 파일 유형에는, 문서화, 가공, 유효성 검증, 출력물 내 보내기가 포함됩니다. 

바로 생성이 가능한 상태의 모든 필요한 출력물을 위해 Output Job Configuration 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이 표준 
Outjob은 여러 개의 출력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파일, Gerber 파일 세트, NC Drill 파일 세트, BOM
을 생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필요한 파일을 원하는 대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표준 출력 작업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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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출력물 위치 설정

생성된 모든 출력물의 저장 위치를 지정하고 설정합니다. 그 위치는 이동하기 쉬운 공유 네트워크 드라이브일수도 있고 로컬 
드라이브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생성된 파일들이 로컬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 위치가 
어디인지 상관없이 저장 위치와 저장 파일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3 — OUTJOB CONFIGURATIONS 재사용

Outjob 파일의 가장 좋은 장점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출력물의 데이터 소스를 
재사용 가능한 소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을 보면 어셈블리 도면의 데이터 소스가 “SL1 Xilinx Spartan…”
라는 특정한 프로젝트 이름과 다르게 “PCB Document”로 설정되었습니다. 보드 설계자는 원하는 파일을 신속하게 생성 또는 
재생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동일한 표준 파일을 빠르게 생성 또는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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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job의 데이터 소스

결론

가공 및 위한 정확한 데이터와 문서화된 기록이 있으면 PCB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재생산할 수 있다면 PCB 설계자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Altium Designer에서 이용할 수 있는 Output Job Configuration 파일은 PCB 설계의 출력물 생성을 제어하고 
궁극적으로는 간소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링크

http://www.altium.com/documentation/17.0/display/ADES/((More+about+Outputs))_AD

http://www.altium.com/documentation/17.0/display/ADES/((Preparing+Multiple+Outputs+in+an+OutputJob))_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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