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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21, the solar power generation capacity of South Korea was 14.6 GW, accounting for 71% 

of the total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apacity. The market for photovoltaic power conversion 

devices with high efficiency and power density is expanding rapidly in the country. Gallium 

Nitride (GaN), a compound semiconductor with a wide band gap, can be used under high voltage 

and current compared to silicon materials, resulting in its wide use in photovoltaic power 

conversion devices. Excellent heat dissipation performance of GaN-based devices should be 

achieved due to their significantly high power and efficiency. In this study, the heat dissipation 

characteristics of a PCB with FR4 (Flame Retardant 4) material composed of various heat 

dissipation structures for the effective heat dissipation of GaN-FETs for power conversion 

systems applicable to a 3 kW solar power generation system were investigated using thermal 

analysis. Part of the heat generated from the GaN-FET was directly dissipated on its surfaces to 

the external air, and the other part was transferred to the PCB through conduction and then 

discharged to the external air through convection on the surfaces of the PCB package. Via holes 

were considered to improve the heat transfer rate of the PCB in the thickness direction, and a 

heat sink was applied to expand the heat transfer area. In this study, the heat dissipation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based on four types of heat dissipation structures of the PCB 

using the ANSYS transient thermal analysis program. The effect of via holes exposed to external 

air were analyzed using two types of heat dissipation structures. In addition, two other types of 

heat dissipation structures were analyzed to compare the top and top/bottom cooling of the PCB 

package. It was observed that the efficiencies of heat dissipation of the via holes that were 

unexposed to external air and in both the top and bottom cooling cases were more advantageous 

than that of the exposed holes and the top cooling case, respectively.

Keywords: 태양광발전(Photovoltaic), 인버터(Inverter), 방열구조(Heat dissipation structure), 
방열판(Heatsink), 바이어 홀(Via hole), 열전달(Heat transfer), 열해석(Therm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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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및 약어 설명

CVD : Chemical Vapor Deposition

FET : Field Effect Transistor

GaN :  Gallium Nitride

PCB : Printed Circuit Board

TIM : Thermal Interface material

FR4 : Flame Retardant 4

1. 서 론

UN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공표하였다1). 이에 각

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

라 정부는 에너지 관련 모든 부문,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등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고, 석탄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지속해서 확충한

다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2).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

전설비 중 태양광 발전용량은 14.6 GW로 71%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고효율/고전력 밀도를 가

지는 태양광발전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3).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소자 영역에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 친환경 파워디바이스에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파워디바이스는 신호 및 정보를 처리, 저장하는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전기에너

지의 변환/제어 처리를 수행하는 반도체 소자로서 전기를 처리하는 모든 전기전자기기(스마트 그리드, 가전, 스

마트폰,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데 주로 전력변환(AC → DC, DC → AC), 전력변압(감압, 승압), 전력안정, 전력

효율 최적화(분배, 제어) 등에 사용된다4). 밴드갭이 넓은 화합물 반도체인 GaN (Gallium Nitride)은 실리콘 소

재 대비 우수한 물성으로 차세대 파워디바이스에서 요구되는 고내압 및 고전류 구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

근 들어 태양광발전 전력변환장치에 적용 및 응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GaN 기반의 소자는 월등히 높은 출

력과 고효율의 장점이 있지만, 운용 시 많은 발열이 수반되므로 성능 및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자 설계 및 

패키징 기술과 함께 반드시 우수한 방열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6). 본 연구에서는 GaN 기반 FET (Field Effect 

Transistor)의 방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PCB (Printed Circuit Board)의 방열구조를 비교하고 최적 

방열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전자기기의 고성능 및 소형화 경향에 따라 제한된 구조에서 효과적인 방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Lee et al. (2010)7)은 LED 패키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열하기 위해 바이어 홀

(Via-Hole)을 적용한 방열구조를 연구한 바 있으며,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0.6 mm의 직경을 갖는 바이어 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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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방열 효과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Yoon et al. (2016)8)은 항공전자장비에 바이어 

홀을 적용한 경우 방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바이어 홀의 크기가 작고 많

을수록, 바이어 홀을 둘러싼 구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열저항 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Kim et al. 

(2016)6)는 GaN 소자 패키지의 방열효율 향상을 위해 열전도도가 높은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diamond 소재를 적용하는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여 방열효과가 10% 이상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Jeong 

et al. (2019)9)은 바이어 홀에 Cap 도금을 적용하여 기존 금속기반 PCB를 FR4 (Flame Retardant 4) 기반 PCB

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Han et al. (2021)3)은 GaN 소자 기반 태양광 인버터의 방열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한 바 있으며, 바이어 홀 설계 및 낮은 열저항의 절연재를 통해 우수한 방열 성능을 확보하여 한 시

간 동안 동작 시 온도변화량이 35.6℃로 설계 수치를 추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GaN-FET에서 발생하는 열은 전도를 통해 PCB에 전달되고, PCB와 GaN-FET 표면에서 대류를 통해 외부 

공기로 배출된다. GaN-FET의 운용 시 고발열에 대응하기 위해 금속 소재 기반 PCB의 적용이 필요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태양광발전 단가 최소화를 위해 GaN-FET이 장착되는 PCB의 소재로 FR4를 채택하였다. 낮은 열전도

도를 가지는 FR4 기반 PCB를 GaN-FET이 적용된 전력변환장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께방향의 열전도 향상

을 위한 바이어 홀과 제한된 공간에서 전열면적을 향상시키는 방열판의 적용이 필수적이며, 수치해석을 통한 방

열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3 kW급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전력

변환장치용 GaN-FET의 효과적인 방열을 위해 다양한 방열구조로 이루어진 FR4 (Flame Retardant 4) 소재를 

적용한 PCB의 방열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CB에 적용된 바이어 홀의 대기 노출 유무에 따른 방열효

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열구조 2종과 PCB의 상향 냉각과 상하향 냉각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방열구조 2종의 방열

특성을 비정상상태 열해석이 가능한 ANSYS Transient-Thermal Analys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수치해석 형상과 격자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위해 실제 GaN-FET이 적용된 복잡한 형상의 PCB 패키지에서 일부분을 발췌한 

형상을 적용하였다. Fig. 1에서 방열구조 1과 2는 바이어 홀의  외기 노출 유무에 따른 PCB의 방열특성을 확인

하기 위해 수치해석에 적용된 방열구조 2종의 형상과 격자를 나타낸 것이다10). 두께 1.6 mm의 PCB 양면에는 

바이어 홀의 단면 형태로 타공된 0.035 mm의 동박이 부착되어 있으며, PCB 하부면의 동박에 1개의 GaN-FET

이 각각 부착되어 있다. 방열구조 1과 2에 적용된 GaN-FET의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는 각각 9 mm, 5 mm, 

그리고 1 mm 이다. 24개로 구성된 PCB 내부 바이어 홀의 내경은 0.6  mm이고 0.4  mm의 두께로 금이 코팅되

어 있다. 방열구조 1의 경우 방열판과  바이어 홀이 직접 접촉하고 있는 형상이며, 방열구조 2의 경우 바이어 홀

이 대기 중에 노출된 형상이다. 각 방열판의 두께는 1 mm이고, 높이는 20 mm이다. Fig. 1에서 방열구조 3과 4

는 PCB의 상향 냉각과 하향 냉각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수치해석에 적용된 방열구조 2종의 형상과 격자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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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11). PCB 두께는 Fig. 1의 경우와 같으며, TIM (Thermal Interface Material)은 0.2 mm, PCB 양면에 

부착된 동박의 두께는 0.2 mm이다. PCB 하부면의 동박에는 GaN-FET 2개가 각각 부착되어 있다. 방열구조 1

과 2의 경우와 달리 GaN-FET의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는 각각 6 mm, 3 mm, 그리고 2 mm이다. 각 

GaN-FET당 6개로 구성된 PCB 내부 바이어 홀의 내경과 코팅 두께는 Fig. 1의 경우와 같으며, 코팅 소재로 구

Fig. 1 Geometries and grids of PCB structures for therm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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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적용되었다. 방열구조 3은 PCB 상부에 직사각형 형태의 홀 5개가 타공되어 있는 방열판이 부착된 형태이

며, 방열구조 4는 PCB 상부 방열판과 함께 PCB와 알루미늄 볼트로 체결된 두께 3 mm의 알루미늄 판을 추가로 

GaN-FET 하부에 부착시킨 형태이다. 방열구조 4의 PCB 상부 방열판은 기존 PCB 패키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판의 두께만큼 방열판의 높이를 낮게 하였다. 방열구조 1 ~ 4의 격자수는 각각 1,177,909개, 1,578,061

개, 362,302개, 그리고 190,453개이다.

2.2 수치해석에 적용된 소재

PCB 방열해석에 적용된 소재의 열역학적 물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모든 방열구조의 방열판 소재는 알

루미늄을 적용하였다. 방열구조 1과 2에는 TIM이 고려되지 않았고, 방열구조 3과 4에는 고려되었다. 방열구조 

1과 2의 바이어 홀의 코팅 소재로 금이 적용되었으며, 방열구조 3과 4에는 구리가 적용되었다. 바이어 홀에 

FR4-PCB, GaN-FET, 그리고 TIM의 열역학적 물성은 실제 시스템 개발에 활용된 소재의 수치를 적용하였으

며, 구리, 금, 그리고 알루미늄의 열역학적 물성은 ANSYS Engineering Data에서 제공하는 수치를 적용하였다. 

Table 1 Properties of materials for thermal analysis

Density (kg/m3) Cp (J/kgK) k (W/mK) Heat generation (W)

FR4-PCB 1,790 1,200 0.4 -

GaN-FET 6,150 490 3.6 0.5

Cu 8,978 381 387.6 -

Au 19,300 129 310 -

TIM 3,200 1,000 1,000 -

Aluminum 2,179 871 202.4 -

Air 1.225 1,006 0.0242 -

2.3 수치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소재의 비정상상태 열해석을 위해 ANSYS Transient-Thermal Analysi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다. ANSYS Transient-Thermal Analysis에서 비정상상태 열해석의 지배방정식은 아래 식(1)에 나타내었다12).

























    




(1)

여기서 k는 소재의 열전도계수(W/mK), t는 시간, T는 소재의 온도(K), q는 대류 및 복사에 의한 열전달률 또는 

내부 발열량(W),  ρ는 소재의 밀도(kg/m3), 그리고 c는 소재의 비열을 나타낸다. 식(1)의 우변은 비정상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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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치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PCB 방열해석을 위해 초기조건으로 PCB의 온도를 25℃로 적용하였고 경계조건으로 외기온

도는 25℃와 대류열전달 계수 10 W/m2K를 적용하였으며, 복사열전달은 고려하지 않았다. 방열구조 1의 바이

어 홀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외부 경계조건 설정을 통해 대류 열전달의 고려하였고, PCB 내부에 있는 

방열구조 2 ~ 4의 바이어 홀은 내부 공기가 거의 없는 상태로 공기의 열전도만 고려하여 열해석을 진행하였다.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을 촘촘히 해석하기 위해 초기 time step과 최소 time step을 0.001초로 하였고, 최

대 time step은 2초로 하였다. PCB의 열적평형이 이루어져서 온도 변화율이 0이 될 때까지 충분히 해석하기 위

해 step end time은 4,000초로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Figs. 2와 3은 해석 시간이 4,000초일 때 방열구조 1과 2의 표면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GaN-FET 표면

온도는 방열구조 1보다 방열구조 2에서 높게 나타나고 방열판의 표면온도는 방열구조 1에서 방열구조 2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열구조 2는 GaN-FET에서 발생하는 열의 대부분이 전도를 통해 바이어 

홀에 전달되어 자연대류의 형태로 주위로 방열되고 일부 열은 PCB로 전달되어 방열판을 통해 주위로 방열되는 

방식으로 방열구조 1이 채택하고 있는 바이어 홀과 방열판이 접촉하여 빠른 전도를 통해 GaN-FET에서 발생

하는 열이 방열판으로 전달되는 방식보다 접촉면적이 작아 방열경로가 좁게 형성되므로 열전달 효율이 떨어지

는 것으로 판단된다13). 또한, 방열구조 2의 바이어 홀이 외기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열구조 2의 전열면

적은 1,010 mm2으로 방열구조 1의 1,056 mm2보다 다소 작게 형성되므로 방열구조 1의 설계가 방열구조 2보

다 효과적인 방열을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열전도도가 낮은 PCB에 바이어 홀을 적

용할 경우 발열체와 방열판이 바이어 홀에 직접 접촉하도록 구성해야 방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결

론 내릴 수 있으며, 향후 운용 시 고발열이 예상되는 시스템의 필수 방열설계로 활용이 가능하다.

°C

Fig. 2 Temperature distributions on surfaces of PCB struct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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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s on surfaces of PCB structure #2

Fig. 4는 방열구조 1과 2의 시간에 따른 GaN-FET의 최대 온도와 최대 온도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두 경

우 모두에서 해석 시간이 300초에 도달하기 전 GaN-FET의 최대 온도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aN-FET의 최대 온도는 방열구조 1에서 약 55 ℃이고 방열구조 2에서 약 88 ℃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대로  방열구조 1의 방열방식이 방열구조 2보다 유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4에서 방열구조 1과 2 모

두 해석 시작 후 최대 온도 변화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최대 수치인 3.78 ℃/s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열구조 2에서는 GaN-FET의 최대 온도 변화율이 최대 수치 도달 후 방열구조 1의 경우보다 완만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전력변환장치 운용 시 급격한 발열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방열구조 1이 방열구조 2

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Fig. 4 Maximum temperatures and temperature change rates of GaN-FET versus time of PCB structure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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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s. 5와 6은 해석 시간이 4,000초일 때 방열구조 3과 4의 표면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GaN-FET의 표

면온도는 방열구조 4보다 3에서 높게 나타났고, 방열판의 표면온도는 방열구조 3보다 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 방열구조 4의 경우 GaN-FET 하부에 부착된 알루미늄 판으로 전도를 통해 GaN-FET에서 발생하는 열

이 전달되어 신속히 주위로 방열되기 때문으로 방열구조 3의 경우보다 GaN-FET의 온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알루미늄 볼트를 통해 방열경로가 형성되어 PCB 하부의 열이 방열판으로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하여 방열구조 4의 방열판 온도가 방열구조 3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해 제한된 공간에서 열전도도가 낮은 PCB에 장착된 고발열체의 방열을 위해 상향 냉각만 고려한 방열구

조보다 상하향 냉각을 고려한 방열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C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s on surfaces of PCB structure #3

°C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s on surfaces of PCB structure #4

Fig. 7은 방열구조 3과 4의 시간에 따른 GaN-FET의 최대 온도와 최대 온도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두 경

우 모두에서 해석 시간이 1,000초에 도달하기 전 GaN-FET의 최대 온도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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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FET의 최대 온도는 방열구조 3에서 약 49 ℃이고 방열구조 4에서 약 44 ℃로 나타났다. GaN-FET 하부

에 추가로 알루미늄 판을 부착하는 방열구조가 PCB의 크기는 동일하게 하면서 전열면적을 약 22.6% 증가시킬 

수 있고 GaN-FET과 알루미늄 판이 직접 접촉하고 있어 방열구조 4의 방열성능이 방열구조 3보다 우수한 것으

로 보인다. Fig. 7에서 방열구조 3과 4 모두 해석 시작 후 최대 온도 변화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최대 수치인 6 ℃/s

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열구조 4에서는 GaN-FET의 최대 온도 변화율이 최대 수치 도달 후 방열

구조 3의 경우보다 완만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전력변환장치 운용 시 급격한 발열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방열구조 4가 방열구조 3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Fig. 7 Maximum temperatures and temperature change rates of GaN-FET versus time of PCB structure #3 and 4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3kW급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전력변환장치용 

GaN-FET의 효과적인 방열을 위해 다양한 방열구조로 이루어진 FR4 소재를 적용한 PCB의 방열특성을 

ANSYS Transient-Thermal Analys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열구조 1과 2의 해석결과를 통해 바

이어 홀을 노출시킨 방열설계는 노출시키지 않은 설계보다 전열면적 측면에서 불리하며, 상대적으로 좁은 열전

도 경로를 가져 냉각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바이어 홀을 노출시키지 않고 방열판에 직접 접촉하는 설계

가 GaN-FET에서 발생하는 열의 방열을 위해 바이어 홀을 노출시킨 설계보다 적절한 설계로 분석되었다. 방열

구조 3과 4의 해석결과를 통해 상하향 냉각을 고려한 설계가 상향 냉각만 고려한 설계보다 전열면적을 넓게 가

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조립을 위해 적용된 알루미늄 볼트를 통해 열 전도경로를 넓게 형성할 수 있으므로 

GaN-FET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열하기 위해 상향 냉각보다 상하향 냉각을 채택한 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3kW급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적용하는 전력변환장치용 GaN-FET의 

방열설계를 위한 기초 해석결과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실제 시스템 설계와 제작을 수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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