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altium.com

풋프린트에 3D STEP 모델 넣기

요약

기구설계 작업 과정을 전자설계 툴에 통합하는 작업은 오늘날 성공적인 PCB 설계 프로세스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설계 데이터를 ECAD 및 MCAD 환경 간에 주고 받으면 ECAD 및 MCAD 설계 팀에서 불만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최종 
조립 품에 PCB를 맞추는 데 필요한 설계 스핀(반복) 횟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설계 툴의 3D 기능과 상관없이, 정확한 
컴포넌트 3D 모델링 정보는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문제점

모든 기구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MCAD 툴에서 제공됩니다. DXF 또는 IDF 파일과 같은 오래된 방법을 사용하여 기구 데이터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DF는 컴포넌트 본체의 단순한 3D 연장을 생성하는 데 유용한 반면, IDF 파일의 한계로 인해 많은 세부 
사항이 누락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STEP 모델의 통합 환경은 MCAD 환경으로 데이터를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CAD 툴에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3차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STEP 모델의 통합 방법은 툴 세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델을 3D 환경에서 시각적으로 조작하고 풋프린트로 쉽게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PCB 툴과는 다른 3D 뷰 환경끼리 주고 받아야 한다는 점도 이 프로세스의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

Altium Designer와 같은 기본 3D 설계 환경을 통해 3D 모델을 추가하고 사용하면 ECAD 환경과 MCAD 환경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3D STEP 모델을 가져와서 PCB 설계 환경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모델 가져오기

풋프린트에 3D 모델을 추가하는 첫 번째 단계로, 모델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다양한 곳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조직 내부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직 내의 기구설계 팀에서 전자 컴포넌트용으로 3D 모델을 
이미 생성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가져오면 됩니다. 작성된 3D 모델이 없다면 간단한 프로세스를 거쳐 기구설계 팀에서 
생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MCAD 툴 세트를 STEP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Altium Designer에서는 AP-203 또는 AP-214가 지원됨). MCAD 
팀에서 3D 모델을 생성하면 패키지의 최소/보통/최대 사용 크기, 방향, 원점, 색상 등 정확한 사양에 따라 3D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쉽고 빠르게 수정이나 교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부품 제조업체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컴포넌트 회사에서 대개 STEP 모델(및 기타 
파일 형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특히, 커넥터와 같이 기구적인 세부 사항이 포함된 컴포넌트를 대부분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 1은 Molex®의 USB 3.0 리셉터클 예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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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Altium Designer의 3D STEP 모델

그림 1 - Molex®의 USB 3.0 리셉터클

그 외 다른 온라인 리소스도 있는데, 좋은 예로 3D ContentCentral이 있습니다. 3D ContentCentral은 SOLIDWORKS®를 개발한 
Dassault Systèmes®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용자 및 공급자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는 공급자 및 사용자가 생성한 수천 개의 
부품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모델에는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지정한 등급이 있으므로, 다운로드하는 3D 모델의 품질과 정확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모델을 업로드한 방식에 따라 STEP 외에도 여러 다운로드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내의 
MCAD 팀에서 모델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Altium Designer 자체에서도 IPC Compliant Footprint Wizard를 사용하여 생성한 컴포넌트에 대한 STEP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2는 Altium Designer .PcbLib 파일 내부에서 직접 생성된 5핀 SOT23 패키지의 예입니다.

IPC Footprint Wizar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TechDocs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techdocs.altium.com/display/ADOH/((3D+STEP+Model+Generation+in+IPC+Wizard))_AD

모델 적용

STEP 모델을 생성하거나 다운로드한 후 풋프린트에 추가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예에서는 또 다른 Molex® 커넥터인 
15-24-4449 Power Connection Header를 사용합니다.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Altium Designer .PcbLib 파일에서 2D 랜드 패턴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림 3 - Altium Designer의 2D 랜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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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3D Body 환경 설정 구성

그림 4 - Altium Designer의 3D 랜드 패턴

그림 4와 같이 3D 모드(View » 3D Layout Mode)로 전환하면 STEP 모델을 더 쉽게 추가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Place » 3D Body를 선택하여 3D Body 대화 상자를 엽니다. 대화 상자에서 3D Model Type을 Generic 3D Model로 설정하고 
Generic 3D Model 형식이 Embedded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Load from file...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한 
STEP 모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Open을 선택합니다.

3D Body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하면 그림 6과 같이 커서에 연결된 .PcbLib 작업 공간으로 STEP 모델이 로드됩니다.

그림 6 - .PcbLib 작업 공간의 3D STE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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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Altium Designer의 STEP 모델 
조작 옵션

그림 7 - 참조 지점에 3D STEP 모델 맞추기

“J”(Jump)를 누른 다음 “R”(Reference)을 누르는 키보드 핫키 조합을 사용하면 커서(와 연결된 STEP 모델)가 참조나 풋프린트의 
0-0점에 맞춰집니다. Enter 키를 누르면 모델이 대상에 배치됩니다.

이 모델은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STEP 모델의 방향이 2D 풋프린트의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3D 모델의 
원점이 풋프린트와 같은 중심점에 있었습니다. 풋프린트에 정확히 배치하기 전에 STEP 모델을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풋프린트와 동일한 방향을 사용하여 STEP 모델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판 표면에 평평하게 배치하기 위해 높이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ltium Designer에는 STEP 모델이 랜드 패턴과 정확히 
정렬되도록 STEP 모델의 동적인 조작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3D 설계 모드의 다양한 기능(그림 9 참조)이 있습니다.

PcbLib 파일 형식으로 Save를 클릭하면 에서 저장하면 모든 PCB 설계에서 이 2D/3D 풋프린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Altium Designer 내에서 정확한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또는 컴포넌트와 케이스) 사이의 클리어런스(clearance) 
및 접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모델 정보는 PCB 파일의 STEP 내보내기에 포함되며, 거의 모든 MCAD 툴 
세트로부터 읽어 들일 수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의 ECAD 툴에서 STEP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ECAD 및 MCAD 사이에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의 정확한 
3D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3D STEP 모델을 사용하여 외곽 케이스와의 피팅을 확인함으로써 필요한 설계 의 
횟수를 줄이는 동시에 처음부터 정확한 기판 피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http://www.altiu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