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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경쟁의 핵심, 빠른 제품 출시 속도

5G와 같은 통신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차세대 연결은 모든 산업 부문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GDP가 
2조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1]

5G의 기회는 진정한 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첨단 통신 
시스템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고, 지능형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중추 역할을 하며, 의료를 혁신하고, 
제조업을 스마트 커넥티드 공장과 제품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10년 안에 전 세계 인구가 지금보다 
20배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고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5G 
지원 기술을 최초로 
출시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5G 시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미래의 성공이 현재의 중요한 
기술 결정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이처럼 
거대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 eBook에서는 엔지니어링 팀이 직면한 기술적인 과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5G 리더가 채택한 
공통적인 모범 사례인 시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이점을 집중 조명하고, 그러한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technology-media-and-telecommunications/our-insights/connected-world-an-evolution-in-connectivity-beyond-the-5g-revolution

배경 및 하이라이트

의 소비자가 1년 안에 5G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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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혁신 기업 앞에 놓인 기회는 거의 무제한이지만, 시장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주요 시장의 요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확장성과 사용자 밀도
5G 네트워크는 수조 개의 단말을 통해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파수 대역, RF 프런트 엔드(RFFE)에서 더 많은 전자 기기로 
이어지는 반송파 집계, 방향성 방사 패턴 이득을 생성하기 위해 
빔포밍 기술이 필요한 기지국 및 휴대용 안테나, 인체 영향을 
안전하게 극복하고 이동 중인 가입자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스템 등으로 인해 전자 기기의 복잡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전자 제품의 복잡한 패키징은 
신호 무결성, 전원 무결성, 열 관리, 전자 신뢰성, 일관된 RF(무선 
주파수) 성능을 처리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은 모두 유지보수 
비용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
1ms를 지향하는 노력을 통해 10배 이상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광대역 사용자 경험
5G는 4G보다 10배 향상된 속도를 제공하며 최고 속도는 
1Gbps를 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뢰성 및 보안
5G는 3GPP 같은 업계 표준 및 중요한 사용 사례 응용 분야를 
위한 “항시”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신호 

무결성, 전원 무결성, 전자기 간섭(EMI), 전자기 호환성(EMC), 비용 
및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저비용, 저전력 고신뢰성 시스템 및 
구성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성을 지닙니다.

셀 에지 기능
5G 네트워크가 셀 사이트의 AI 작업, AR/VR, 자율주행 차량, 스마트 
시티, 응급 대응 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응용 분야에서 지연 시간 
1ms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전에 원격 서버에서 제공하던 컴퓨팅 
기능을 사용자에게 더 밀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5G 
네트워크 설계에 에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 서버를 도시 주변에 있는 마이크로 및 피코셀에 포함하거나, 
셀 사이트에 직접 배치된 보다 큰 규모의 에지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지 지원 소형 셀 시스템과 대규모 
기지국에서 대규모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구현을 통한 대규모 네트워크 용량 증가를 결합하면 에지 셀 간에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에게 
대량 데이터 처리와 빠른 데이터 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펙트럼 효율성
30비트/초/Hz 이상을 목표로 새로운 주파수 대역 안에서 대역폭 
가용성을 극대화합니다.

5G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e-모빌리티가 직면한 과제

지연 시간 감소

1ms 수준

10x

트래픽 용량

더 작은 셀로 어디서나 네트워크 
초고밀도화 구현

100x
연결 밀도

IoT 연결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신호

10x

네트워크 효율성

보다 효율적인 처리로 네트워크 
에너지 사용 최적화

100x
데이터 처리량

보다 균일한 Multi-Gbps급 최대 속도

10x

스펙트럼 효율성

첨단 안테나 기법으로 Hz당  
비트 수 증가

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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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패키지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전력 효율성

• 열 및 기계 무결성: 온도의 영향을 받는 성능 및 열에 의해 유도되는 휨
• 배출 규정 준수

• 매우 높은 주파수를 위한 SoC(System-on-Chip) 설계

• 통합 및 레이아웃 밀도

• 기술 수준 확장(FinFet 비균일 확장)
• InFO, WoW, CoWoS 등의 첨단 패키징

• 수명 신뢰성 예측(특히 안전이 중요한 응용 분야의 경우) 
• 다이 레벨 누화/커플링 노이즈

• 사이드 채널 방출

최종 사용 장비 안테나 시스템 설계 및 
통합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소형의 로드된 플랫폼에서 빔포밍 및 대규모 

MIMO 구현으로 다중 대역/다중 안테나 요소 
설계

• 개별 구성 요소의 최적화를 칩 단위 평면도까지 
적용

• 10배 빠른 데이터 속도 지원

• 방사성 방출 규정 준수 및 인체 영향 보증

RFI, EMI, 케이블 방사 민감성 영향 및 
디센스 완화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디지털 신호에 대한 EMI, RFI, 공존 및 디센스

• 근접한 안테나 간의 간섭

• 다중 안테나 배치

• 안테나와 회로 간의 간섭

• 환경에 대한 케이블 민감도

전기적으로 크고 복잡한 환경에서의 
전체 통신 분석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운영 환경의 전기적 규모, 동적 특성 및 복잡성

• 환경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 풍력 하중, 태양열 
하중 등

• 안테나가 플랫폼 및 설치 환경에서 받는 영향

• 물리적 채널 및 전파 모델링

• 간섭으로 인한 SNR 저하

고속 시스템의 고신호, 전원 및 광학 무결성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SERDES, DDR, HBM과 같은 매우 높은 데이터 속도 신호의 성능 확인

• 커넥터 및 케이블로 인한 빠른 신호에서 발생하는 임피던스 불연속성 억제

•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칩 응용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원 노이즈 및 전압 
변동 억제

• 디커플링 최적화

• EMI 및 노이즈 감소

• 열 해석 수행

• 광섬유 시뮬레이션의 비선형성

e-모빌리티가 직면한 과제 

엔지니어링 작업을 가중시키는 핵심 시스템의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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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은 5G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들이 직면한 수많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5G를 위한 솔루션, 시뮬레이션

1. https://www.ansys.com/about-ansys/advantage-magazine/volume-xi-issue-3-2017/crossed-signals
2. https://www.ansys.com/about-ansys/advantage-magazine/volume-xii-issue-2-2018/cutting-the-cords
3. https://www.ansys.com/about-ansys/advantage-magazine/volume-x-issue-3-2016/power-retooling-for-chips
4. https://www.ansys.com/about-ansys/advantage-magazine/volume-xi-issue-3-2017/tuning-in-to-antenna-design

물리적 테스트 대비 신속한  
개발 시간[2]

3x
적층 제조를 통한 안테나  

무게 감소[4]

80%

경쟁 제품 대비 비용 절감[1]

60%

유휴 전력 감소[3]

70%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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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업계

AMD:  
칩의 전력 재조정 

Qualcomm:  
과열되지 않는 스마트폰

삼성: 새로운 3D-IC 관련 흐름 지원

장치의 온도는 성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칩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실행 속도가 느려지고 신뢰성이 저하되며 조기에 
고장날 수 있습니다. 칩 패키지가 열을 발산할 수 없으면 
중대한 병목이 발생하여, 칩이 더 높은 주파수에서 실행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고 장치당 트랜지스터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칩의 전력 소비를 줄이면 성능이 향상되는 
동시에 서버의 전력 공급 및 냉각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MD 엔지니어는 Ansys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클럭 신호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설계 
요소가 성능 향상 수단임을 확인했습니다. AMD는 설계 
초기에 Ansys 툴을 사용하여 전력 소비를 예측함으로써 매우 
높은 수준의 전력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스마트폰에 고성능 카메라, 안테나, 멀티태스킹 기능 등이 
계속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기능들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전력으로 인해 더 많은 열이 발생하고, 배터리 수명이 감소하고, 
전력 소비가 증가합니다. 더 작고 얇은 스마트폰 안에 점점 더 
많은 트랜지스터와 장치를 넣어야 하므로, 스마트폰의 발열을 
방지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Qualcomm의 
엔지니어들은 Ansys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 장치의 모델을 더 작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전체 열 해석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계산되어 엔지니어가 더 많은 운영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nsys는 Qualcomm이 온도를 낮게 유지하면서 
전력을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보내는 동적 전력 관리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삼성은 보도 자료를 통해 여러 응용 분야에서 Ansys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효과를 인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가지 예는 삼성의 
최신 다중 다이 통합 첨단 2.5/3차원 집적회로 패키징 기술에 Ansys 멀티 피직스 시뮬레이션이 사용된 사례입니다. 이 인증을 통해 
고객은 인공 지능, 자동차, 네트워킹 및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설계 시 더 작은 폼 팩터 안에서 더 높은 성능과 더 낮은 전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Ansys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또 다른 인증은 실리콘 비아, 마이크로범프, 고대역폭 메모리, 고속 인터페이스 및 
다양한 다이를 통해 실리콘 인터포저를 세부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두는 전력, 신호 및 열 무결성 효과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데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고객의 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시뮬레이션이 5G의 혁신에 실제로 미친 영향을 알아보세요.

고객 사례

AMD의 화살표 로고와 그 조합은 Advanced Micro Devices, Inc.의 상표입니다.

https://www.ansys.com/about-ansys/news-center/10-17-19-samsung-foundry-certifies-ansys-multiphysics-simulation-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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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를 위한 Ansys의 통합 시뮬레이션 솔루션:

Ansys는 높은 정확도의 
피직스를 활용하고 반도체부터 
도심지형까지 광범위한 대상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멀티 피직스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통합 칩 패키지 및 시스템 분석

• 신호, 전력 및 광학 무결성

• 안테나 설계, 배치 및 통합

• RFI, EMI/EMC, 디센스 완화 및 전기적으로 크고 복잡한 환경에서의 전체 통신 
분석 

• 최적화,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프로세스 관리, 워크플로우 사용자 정의, 클라우드 
액세스 및 HPC(고성능 용량)를 위한 개방형 환경 제공

• 전사적 배포를 위한 타사 통합 지원

이러한 모든 솔루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뮬레이션 전문 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기술 지원, 서비스 및 교육을 통해 고객 지원을 제공합니다.

5G 시뮬레이션 솔루션

칩 패키지 시스템 
시뮬레이션

신호, 전원 및 광학 무결성 
시뮬레이션

안테나 시스템 설계 및
통합 시뮬레이션

RFI, EMI/EMC 및
케이블 시뮬레이션

전기적 대규모 환경 
시뮬레이션

최적화
시뮬레이션 및 

프로세스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및 고성능 
용량(HPC)

워크플로우 사용자 
정의

타사 툴과의 통합 고객 지원

Ansys 통합 5G 시뮬레이션 솔루션

고충실도 다중물리와 시스템 단위 시뮬레이션의 통합 

실리콘에서 도시까지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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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2021년까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2가 무선 도킹, 비디오 
스트리밍, 클라우드 백업, 가상 현실 등의 고처리량 서비스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eraso Technologies는 USB 3.0 스틱에서 
고속 무선 통신을 제공하는 새로운 802.11ad(WiGig) 표준 기반의 
칩셋을 통해 사용자가 무선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Peraso 
엔지니어들은 Ansys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고출력 
송신기를 작은 케이스 안에 넣는 경우의 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Ansys 멀티 피직스 시뮬레이션은 설계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어댑터의 모든 지점에서 온도와 열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열 설계에 
필요한 시간을 3분의 2로 단축합니다.

Ansys 종합 시뮬레이션 솔루션:
칩 패키지 시스템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종합 열 해석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열 냉각을 위한  
형태 최적화

솔루션 기능칩 패키지 시스템 시뮬레이션 주요 효과 및 이점

• 여러 EM 솔버를 사용하여 모든 고급 실리콘 
nm 노드 처리 및 분석

• 기술 파일 암호화 표준에 대한 모든 파운드리 
요구 사항에 액세스

• 3DIC 분석 수행

• 칩 단위 모델을 포함한 전력 공급 
네트워크(PDN)의 설계를 정확하게 분석

• CPS 단위 열 및 ESD 분석

• 평면 계획을 위한 패시브 온칩 장치용 IP 
컴파일러 합성

• EM 누화 위험 분석

• nm SoC에서 블록 간 EM 커플링 분석

• 혼합 신호 맞춤형 칩에 대한 트랜지스터 단위 
전력 노이즈 시뮬레이션 수행

• RTL 전력 설계 플랫폼을 활용하여 설계 
초기에 전력 수준을 분석, 디버깅 및 감소

• RLCk 추출 수행

칩 패키지 시스템(CPS) 전체에서 전력, 전력 
무결성, 신뢰성, SI, EM, 솔루션에 대한 동시 
시뮬레이션 수행

기술적 결과

• S-파라미터

• SPICE 모델

•  칩 열 모델

• 칩 전력 모델

•  ESD 모델

• IBIS 모델

• DC, 과도 및 주파수 도메인 분석

• 문제 영역을 표시하는 색상 플롯

기술적 이점

•  칩, SoC 및 복잡한 패키지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확성 구현

• 칩에서 시스템까지 시뮬레이션 확장 가능

• 신뢰성 개선

• 보안 개선

Peraso Technologies



105G

데이터 센터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장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고속 커넥터로 결합된 구리 및 광케이블 어셈블리를 통해 통신합니다. 
Samtec은 Ansys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사용하여 신호 채널 
전반에서 차세대 고성능 상호연결 솔루션을 설계하고 최적화합니다.

Samtec의 엔지니어는 기계 모델을 Ansys 소프트웨어로 포팅하여 
채널 구성요소 구조를 최적화하고 하위 구성요소 모델링을 대상으로 하며 
채널 최적화를 개선합니다. 그런 다음 Samtec은 Ansy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대형 평면 인쇄회로 기판과 집적회로 패키지 고속 채널을 모델링 
및 분석하고 전력 공급 네트워크를 완성합니다. 또한 Samtec은 Ansys 
시간 영역 회로 시뮬레이션 엔진을 사용하여 고속 상호 연결의 전체 채널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Ansys 종합 시뮬레이션 솔루션: 
신호, 전력 및 광학 무결성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고주파 전자기장으로 3D 구조 분석 및 최적화

• 고속 상호 연결의 전체 채널 시뮬레이션 수행

솔루션 기능
신호, 전원 및 광학  
무결성 시뮬레이션

주요 효과 및 이점

고객 사례: Samtec

• 칩의 전력 분석 및 칩 전력 모델(CPM) 생성

• 전기 작동 무결성 CPS를 확인하기 위한 CPM 
통합 시스템 분석

• 전파(full-wave) 솔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신호 분석

• ECAD 환경에서 MCAD 형상을 사용하여 전체 
시스템 분석 생성

• 정확도 손실 없이 분석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파(full-wave) 솔버를 혼합하는 기능

• 칩의 열 해석 및 칩 열 모델(CTM) 생성 후 
CTM을 시스템 열 해석에 통합

• 열 발산을 위한 열 분포 구조 설계

• 자동화된 EPDA 설계 흐름

• 파운드리가 지원하는 PDK 및 CML
• 변환기가 있는 단일 회로에서 S- 파라미터 
시뮬레이터 및 트렌전트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비선형성 해결 시뮬레이션의 속도 향상

칩 패키지 시스템 전체에서 전력, 전력 무결성, 
신뢰성, SI, EM, 솔루션에 대한 동시 시뮬레이션 
수행

Ansys는 송신기에서 송신 채널, 수신기까지 
전체 광학 시스템 송신 링크의 기본 구성요소를 
제공합니다. 

기술적 결과

• 누화 및 임피던스 스캔

• EMI 스캔

• 디커플링 최적화

• S,Y,Z 파라미터

• 과도 분석(TDR, 아이 다이어그램)
• EM 필드 플로팅

• 열 해석

• 표준 사인오프

• 파운드리 PDK를 사용한 QPSK 섬유 통신 
시스템

• 선형 및 비선형 분산을 사용하는 SMF-28 통신 
시스템

기술적 이점 
• 설계 및 분석 시간 단축

• 정확도

• 칩과 패키지 모델을 PCB 모델에 통합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PDN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

• 파운드리 지원 CML(Compact Model 
Libraries)을 사용하면 회로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보장

•  다이에서 서버까지 시뮬레이션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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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ZR은 모바일 및 고정 액세스 애플리케이션용 4G LTE에 비해 128배 빠른 
속도와 1,024배의 용량을 제공하는 독보적인 5G 밀리미터 무선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4G 기술에서는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사용자 액세스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PHAZR 엔지니어는 용량을 크게 늘리고 사용자당 
사용 가능한 데이터 양을 훨씬 더 늘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HAZR은 Ansys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석 기능의 속도를 높이고 이 최첨단 기술에 설계 
민첩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nsys 도구를 사용하면 다양한 
재료와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다양한 안테나 및 어레이 설계의 무선 주파수 
전파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분석하고 
솔루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Ansys 종합 시뮬레이션 솔루션: 
안테나 시스템 설계 및 통합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통합 시뮬레이션

•상세한 안테나 분석

•장치 통합

•환경 상호 작용

솔루션 기능
안테나 시스템 설계 및  
통합 시뮬레이션 솔루션

주요 효과 및 이점

고객 사례: PHAZR

• 안테나 모델링 및 최적화

• 위상 배열 안테나 및 대규모 MIMO 빔포밍 
구현

• 특정 플랫폼에 대한 안테나 구현 및 배치

• 데이터 전송 범위 및 인간과 장치 간의 상호 작용 
예측

• 방사 효율, 진동 및 피로 해석에 대한 무작위 
배치 효과

•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지원되는 더 높은 데이터 
속도를 고려한 열 해석

기술적 결과

• 다중 대역 안테나 배치 및 통합을 통한 견고한 
설계

• 최적의 제품 성능을 위해 최적화된 하우징 재료 
특성 및 안테나와의 거리

• 대규모 MIMO 및 안테나 빔포밍

•�누적 분포 함수(CDF) 계산을 통한 데이터 전송 
범위

• 전력 밀도(PD) 평가를 통한 인체 영향 분석

기술적 이점 
검증

• 배치와 통합을 포함하여 6GHz 미만의 낮은 
대역에서 mm파까지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포괄하는 다중 안테나를 갖춘 완전한 최종 
사용자 장비 플랫폼의 견고한 설계

정확성

• 5G 데이터 전송 범위 효율성과 주변의 다른 
무선과의 간섭을 평가하면서 위상 배열 안테나 
및 대규모 MIMO 빔포밍을 구현

예측성

• Ansys 도구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주요 
파라미터는 사람과 장치 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누적 분포 함수(CDF)와 전력 밀도, 무선 주파수 
간섭 및 디센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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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및 유선 채널의 확산으로 인해 전자기 간섭 및 호환성 표준을 준수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문제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의  
S- 파라미터 모델을 추출하는 전자기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해결했습니다.

STMicroelectronics의 엔지니어는 Ansys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사용하여 
구조를 모델링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전자기장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S-파라미터 모델이 회로 모델에 내장되어 실제 회로의 자기 및 전기 방출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실질적인 급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결과를 
사용하여 전자기 간섭 문제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Ansys 종합 시뮬레이션 솔루션: 
RFI, EMI/EMC 및 케이블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업계 표준 지정

•전자기 분석

솔루션 기능
RFI, EMI/EMC 및
케이블 시뮬레이션

주요 효과 및 이점

고객 사례: STMicroelectronics

• 커플링 효과 및 EMI 스캐너

• 신뢰성, EMI, RFI 및 디센스 완화

• EMC 분석 템플릿 내장

• 회로와 필드 솔버 간의 다이나믹 링크

전자기 분석의 업계 표준 기술적 결과

• 안테나-안테나, 안테나-디지털 신호 커플링, RFI 

및 EMI 초기 설계 단계 예측

• 채널 성능 또는 실패 사례에 대한 사인오프 

보고서 및 검증 데이터

• 공존 및 디센스 완화 높은 정확도의 워크플로우

• 방사 플롯

• S-파라미터

기술적 이점 
• 공존: 방사 밀도가 높은 장비의 공동 사이트 

시뮬레이션은 수많은 채널 간의 커플링과 

간섭을 정확하게 예측

• 내성: EMI 마진 및 디센스 시뮬레이션으로 

복잡한 RF 환경에서 신호의 내성을 예측 가능

• 신뢰성: 전체 시스템 시뮬레이션은 동적 간섭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채널 용량을 유지하는 데 

유용

• 인증: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가상 테스트는 

제품이 엄격한 인증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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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통신 대역폭의 속도가 기존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의 성장 속도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G 빔포밍 안테나를 활용하여 동일한 
주파수에서 여러 개의 동시 전송을 송신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Pivotal Commware는 이러한 차세대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계합니다.

Ansys 시뮬레이션 솔루션은 Pivotal Commware 엔지니어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통과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안테나 설계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Ansys 모델은 방사 패턴을 담당하는 안테나의 수동 소자인 방사체 
소자에 집중합니다. Pivotal Commware는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안테나를 출시하는 데 드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Ansys 종합 시뮬레이션 솔루션: 
전기적 대규모 환경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업계 표준 지정

•전자기 분석

솔루션 기능
전기적 대규모 
환경 시뮬레이션

주요 효과 및 이점

고객 사례: Pivotal Commware

•  다음에 대한 완전 물리 기반 SBR+ 솔버:
• 설치된 패턴

•  동적 환경 
• 채널 특성 파악

• MIMO 빔포밍과 동적 환경을 테스트하기 위한 
물리 채널 전파의 물리적으로 정확한 모델링

• 링크 마진 분석

전자기 분석의 업계 표준 기술적 결과

• 도시 환경에서 대규모 MIMO 위상 배열의 
적응형 빔 포밍

• 기지국 플랫폼의 정확한 안테나 패턴

• 셀 계획

기술적 이점 
• 보다 빠른 배열 안테나 설계: HFSS 3D 

Component Finite Array를 통해 2배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여 복잡한 5G 및 자동차 레이더 
센서 안테나 시스템을 정확하게 모델링

• 가상 사이트 테스트: HFSS 및 HFSS SBR+는 
안테나 및 환경 상호 작용의 고충실도 물리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BTS 안테나를 가상으로 
테스트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테스트 설치 및 
설치 허가를 최소화

• 정확성: 5G 물리 채널 응답을 합성해서 
생성하기 위한 정확한 환경 구조 및 재료에 대한 
효율적인 높은 정확도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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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피직스: 주요 기능

다중물리 집중 조명

5G 환경이 멀티 피직스

5G 기술을 구현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작아진 폼 팩터 
안에서 더 복잡한 전자 시스템의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5G가 
자율주행 차량이나 의료와 같이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과 
인프라로 확산됨에 따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가 설계와 배치를 수행하면서 시스템의 
성능과 수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성요소의 밀도가 
증가하면 많은 설계 고려사항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 성능은 열 및 기계 성능과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 의존적이므로 더 이상 전자기 성능과 열 및 기계 
성능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열 문제는 현재 전자 
시스템의 주요한 고장 모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칩에서 패키지,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모든 범위에서 발생합니다.

양방향 칩 인식 다중물리 시스템 
시뮬레이션

Ansys 반도체 전용 도구는 보드/
패키지 단위 시뮬레이션에서 배치할 
상세한 전자기 및 열 칩 모델을 
생성하고 내보낼 수 있으며, 통합된 
멀티 피직스 워크플로우를 활용하여 
시스템 단위에서 충실도가 더 높은 시뮬레이션을 생성합니다.

최고 수준의 충실도 열 신뢰성 시뮬레이션의 경우 칩 단위, 
패키지 단위 및 시스템 단위(보드/어셈블리) 간의 멀티 피직스 
데이터 연결을 완벽하게 양방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단위 시뮬레이션은 칩 열 모델을 이용하여 “칩을 인식”하고, 
칩 단위 시뮬레이션은 시스템 수준에서 경계 조건을 가져와서 
“시스템을 인식”하게 됩니다. 전기 성능과 열 성능 모두 수렴에 
도달할 때까지 칩 및 시스템 단위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반복 프로세스가 적용됩니다.

확장성과 신장성
여러 개의 개별 PCB 전력 시뮬레이션을 연결하여 전열 
분석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센터 서버와 같은 여러 
보드의 시스템을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결합하여 실제 
환경의 시스템 성능에 대한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자-열 시뮬레이션을 확장하여 통합 
워크플로우에 기계적 영향을 적용함으로써 PCB 수준 
또는보다 상세한 솔더 볼 단위에서 열 응력 유발 변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워크플로우는 양방향이며, 
열로 인한 기계적 변형 효과를 전자기 분석에 입력하여 전기 

작동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B 및 패키지의 형상 복잡성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단순화 
없이는 열 및 기계 시뮬레이션의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ys 
트레이스 매핑 기술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메시로 
레이아웃을 해석할 수 있으며, 
금속 분율 매핑 기술을 사용하여 
레이어별 금속화 복잡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델 및 무작위 진동, 드롭 텍스트 및 피로 연구와 같은 추가 
기계 분석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Ansys의 전자제품 신뢰성 솔루션을 사용해서 누적 
손상 지수, 고장 시간 및 수명 곡선을 계산하여 수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도심지형까지
결합된 Ansys 고충실도 다중물리 시뮬레이션 기능은 
반도체 단위에서 도심 단위로 확장될 수 있으며, 엔지니어가 
5G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종합 시뮬레이션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nsys 5G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nsys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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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사 Optisys, LLC는 Ansys의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안테나 크기와 무게를 수십 배 줄이는 
동시에 개발 시간을 단축합니다. Optisys 엔지니어는 
Ansys 전자기 및 구조 시뮬레이션 도구를 통해 3D 프린팅이 
제공하는 설계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통합 배열 안테나에 
대한 무선 주파수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Ansys는 스타트업이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시장 혁신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개선하는 데 유용한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5G 분야에서 도약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로켓 발사를 보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터치하거나, 다리를 건너거나,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 보았다면 아마도 Ansys 소프트웨어가 제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제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ys는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의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고객에게 근본적으로  
더 우수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nsys가 제공하는  
가장 뛰어나고 광범위한 공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업들은 그 어떤 복잡한 설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품 엔지니어링을  
제한하는 것은 상상력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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