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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환경 설정



DXP  Preference 
를 실행한다. 

한글 메뉴의 설정



프로그램을 종료한뒤 재실행하면
설정한 옵션대로한글이 지원된다.



환경설정은 기본적인 설정으로 프로
그램에
기록되는 설정사항.
어떤 작업을 수행하던지 공통으로 적
용.

한글 메뉴로 바뀐 화면



작업파일을 자동으로 저장
하는 방법이다.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History백업은 저장하는 파
일을 백업 하는 기능이고,
이 기능은 강제적으로 지정
한 시간 만큼의 주기를 가지
고 저장하는 기능이다.

Data Management  Backup

Backup



Data Management  Installed Libraries

Library Panel에 등록이 되어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이다.

라이브러리 등록하기



프로젝트 만들기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
 새로만들기  프로젝
트  PCB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 파일 만들기



프로젝트 Panel창에
PCB_Project1.PrjPCB
파일생성



보기  작업공간 패널
 System  Projects 
실행

프로젝트 패널보기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명 수정
후 저장

프로젝트명 변경하여 저장하기



회로도 환경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프로젝트에 새로 추가
 Schematic 추가하여
실행한다.

새로운 회로도 작성하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다른이름
으로 저장  파일명 수정 후 저장

회로도명 변경하여 저장하기



툴  회로도 환경설정

환경설정 창에서는 사용자가 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본 Option을 설정할 수가 있다.

회로 환경설정



Shcematic  General 
을 선택한다.

기본값 버튼은 환경설정 내용을 프
로그램 초기의 상태로 되돌리는 버
튼이다.

회로 환경설정



Shcematic  Graphical 
Editing 을 선택한다.

회로 환경설정



Large Cursor 
90

Small Cursor 
90

Small Cursor 
45

Tiny Cursor 45

커서 형식 – 객체를 편집,이
동,배치 등에 사용되는 4가지
모양

Large Cursor90은 십자모양
의 긴 커서를 뜻한다. 커서의
길이가 길면 부품의 배치나
배열 등의 기준을 잡는데 유
리하다.

그래픽 작업 환경



Shcematic  Compiler 
을 선택한다.

*오류 및 주의 : 컴파일 에러 및 주의
색상 표시
*자동 연결점 : 배선 작업시 자동 연
결점의 색상과 크기 지정한다.
*수동 연결점 : 수동 연결점을 찍을
때 크기와 색상을 지정한다.

컴파일러 환경 설정



Schematic 
AutoFocus 를 선택한
다.

미 연결 객체 흐리게, 연결된 객체 진
하게, 연결 객체 환대에 해당하는 기
능을 설정한다.

AutoFocus 설정



Schematic  Library 
AutoZoom을 선택한다.

라이브러리 창에서 부품을 중심으로
위치할 경우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 AutoZoom



Schematic  Grids를
선택한다.

회로 작업 중에 그리드 값을 조정하
는 방법은 G키를 눌러 그리드 값을
바꾸면 된다.

mil<->mm 단위변경은Q키를 사용
하면 됩니다.

그리드 설정



Schematic -> Break Wire
를 선택한다.

Break Wire 는 회로 작업에서 wire나 버스
의 중간 라인 부분을 절단하기 위한 옵션
이다.

편집 -> 배선끊기

*세그먼트로 물기 : 선택대상이 세그먼트
단위로 끊을 배선 선택
*다중 격자 크기 물기 : 우측 숫자만큼의
격자 수로 끊을 배선 선택
*고정길이 : 끊을 배선 길이가 고정

Break Wire



Schematic  Default 
Units를 선택한다.

회로 작업환경의 기본 단위값을 설정
하며 인치와 밀리미터를 선택할수 있
도록 되어 있으며 인치로 설정한다.

기본 단위 설정



Schematic 
Default Primitives를
선택한다.

회로작업에서 ARC,Bus,Wire 
Designator,Net Label,Part등 회로
작업에 있어 다양한 입력요소들
의 기본 속성을 정의하는 창이다. 
회로 작업 전반으로 환경설정 변
경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Default Primitives



System  Mouse 
Wheel Configuration 
을 선택한다.

Zoom main window : 마우스를
중심으로 확대
Vertial Scroll : 수직이동
Horizonral scroll : 수평이동
Change layer : 레이어 변경
Change channel : 채널 이동

마우스 휠 조건



Template 작성



설계  Templates 
 일반서식  A4

작업도면 Size 설정



표제기능 사용

문서 범위 지정



설계  문서옵션

표제란 변경



설계  문서옵션  매개
변수

회로 작업에서 표제 기능은 회로도 우측
아래쪽의 창에 작업회로의 명칭이나 회사
명,주소,개정번호,작업 일자 등의 내용을 작
성해 기입할 경우 사용한다.



표제란에 특수문자를 표기하는 방
법은 그림과 같이 특수문자 병환을
체크하면 문서옵션에서 입력한 내
용을 확신할 수 있다.

매개 변수 보기 환경설정



회로도 제작



System  라이브러리

부품 배치를 위한 라이브러리 열기



툴  부품 찾기

라이브러리 Panel에서 찾기

라이브러리 찾기



가능한 라이브러리는 설치한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검색한다.



경로의 라이브러리는 지정한 경로의 위치에서 라이브러리를 검색한다.



*선택된 부품 이름을 더블 클릭 방법
*부품 선택 후 Place버튼을 누르는 방법
*해당 부품을 작업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는 방법

부품 배치하기



설계된 부품의 설계 참조번호와 라이브러리,데이터시트,제조사,PCB Foot print 등
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변경창은 마우스 더블클릭,Tab키 로 들어갈수 있다.

Designator

Comment

Value

부품 속성 변경



툴  Annotation  설계 참조
초기화

설계 참조 값을 초기화 할 때 사용한다.

설계 번호 초기화



툴  빠른 설계 참조 넣기를
클릭한다.

설계 참조 값을 넣을 때 사용한다. 간단한 회로
일 경우 쉽게 사용하는 메뉴이다.

설계 번호 자동 넣기





배치  배선 (P+W)

속성창은 TAP 키로 들어갈수있다.

배선 배치



배치  네트 라벨 ( P + N )

속성창은 TAP 키로 들어갈수있다.

네트 라벨 배치



속성창은 TAP 키로 들어갈수있다.

배치  전원포트 ( P + W )

배선 배치



프로젝트 옵션은 각각의 프로젝트 파일인
*.PrjPcb, *.PrgFpg등의 파일에 저장되는 내용입니
다. 
따라서 여기서 설정하는 내용들은 프로젝트에만
국한되는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옵션은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표시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옵션



설계한 내용의 오류를 체크하는 기능으로 컴파일시 검사하는 오류의 범위를 설정한다.

Error Reporting



회로 전체의 연결 상태를 체크하여, 부품들과 wire들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체크한다.

Connection Matrix



프로젝트가 Update (회로 <-> PCB) 될 때 차이점을 찾을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능이다.

Comparator



도면의 연결 구조 분석, 포트 및 네트 라벨의 동작 방법 등을 설정한다.

Option



마우스 오른쪽 클릭  Compile Document..  System  Message 

에러가 발생되지 않았을때 메시지 창에는 Compile successful,no errors found 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에러 체크위한 Project 컴파일 작업





PCB 제작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프로젝트에 새로 추
가  PCB 실행

새로운 PCB파일 추가하기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

PCB 파일명 변경하여 저장하기



설계  기판 옵션

단위를 Metric(mm)으로 설정
한다.

단축키 Q

단위 설정하기



기준점  설정

0,0 이 될 기준점을 잡는다. 초기화를 누르면, 다시 설정할 수 있다.

기준점 설정하기



Keep – Out Layer

레이어 변경하기



배치  금지영역  선

원점을 기준으로 배치  선 을 선택하여 기판에 그리드를 따라
선을 그린다.

기판 외곽 그리기



단축키 J+L을 이용하여
X=0,Y=0으로 부터 그리기
시작한다.



0,50

0,0

50,50

50,0



외곽선 기판 모양 전체
선택 후, 설계  기판
모양  선택된 객체로
정의 로 잘라준다

기판 모양 정의하기



배치  치수  선 을 선택한다.

치수를 기입하거나 확인할 떄 사용한다.

치수 나타내기



나타낸 치수를 더블클릭 하거나
Tab키를 누르면 속성을 바꿀 수
있다.

Keep-Out Layer은 금지영역에
서 사용 가능하지만, 금지영역에
서 치수는 취급을 하지 않음

치수 속성 변경하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세로분할or가로분
할 선택

화면을 분할하여 동시에 볼 때 사용하는 메뉴이다.
하나의 화면으로 합치려 할땐 모두 합치기를 실행하면 된다.

세로분할

가로분할

화면 동시 분할 보기



1

2 3

PCB로 업데이트 하기

설계  Import Changes From을 실행시킨다.

회로도에서 작업한 회로를 PCB로 옮기는 작업이다.



오류만 표시 체크  닫기

다음 화면은 오류만 표시 항목을 체크한 것이다. 에러가 100% 없는 상태에서 PCB작업을 해야 한다.

오류 확인하기



오류 없이 불러오면 회로
도에 있던 심볼들이 PCB 
기판으로 부품들이 위치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PCB로 업데이트 된 화면



툴  환경설정

PCB 환경 설정을 설정하는 메뉴이다.

PCB 환경설정



PCB Editor 항목의 General 
메뉴에서는 PCB에 대한 기
본설정을 할 수 있다.



Display 항목에서는
화면설정을 할 수 있
다.



Board Insight Display 
항목에서는 패드,비아
등의 display를 설정 가
능하다.



Board Insight Modes 
항목에서는 정보표시
등을 설정 할 수 있다.



Interactive Routing 
항목에서는 배선에
관련되어 설정을
할 수 있다.



PCB Legacy 3D



Defaults 항목에서는
PCB관련 기본값들을
설정 할 수 있다.



Layer Colors 항목에서는
모든 레이어색상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



기판 레이어 설정을 들어가면 레이어에 대한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다.



단축키 G키를 누르면 격자를 설정할 수 있다.



설계  기판옵션에
들어가면 기판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



편집  이동  부품
원하는 부품 선택

부품 선택후 바로 이동도 가능

부품배치



부품배치



설계  규칙메뉴를
선택하면 PCB 규칙
및 조건 편집을 할
수 있다.

규칙편집



Electrical 항목의
Clearance 메뉴
에서 배선들의
의격 거리를 설
정 할 수 있다.



Routing – Width 
항목에서 배선의
두께를 설정 할
수 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게 되면 원
하는 NET의 두
께만 따로 설정
할 수도 있다.



GND만 따로
두께를 설정
한 것이다.



Routing – RoutingVias 
항목에서 비아의 지름,
크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단축키 G  격자속성  그리드 형상 변경



우측하단의 PCB 
 PCB 체크
더블클릭하면 네
트편집창이 뜬다.

배선 작업



자동배선  능동배선 클릭

하단레이어의 Top Layer이나
Bottom Layer클릭

십자가 패드 중앙에 오면 원이 생긴다 그때
클릭하고 배선한다.



자동배선  Auto Route  모두

자동 배선 하기



자동배선  배선제거  모두

배선 제거



배치  다각형 푸어

카파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

카파설정



툴  다각형 푸어  다각형 관리자 실행



배치  텍스트

.legend 라는 문자는
PCB설계 완성 후 거
버 데이터 출력시
Drill drawing 데이터
가 나타나는 영역으
로, Drill Drawing 층
에서 작성된 문자 형
태이다.



툴  설계 규칙 검사  설계 규칙 검사 실행



‘공간이 비좁아서 잉크가 들어갈수 없을수도 있다’ 
라는 에러이다.
무시할수도 있고, 공간을 없앨수도 있고, 넓힐 수
도 있지만, 넓히는 방법은 잘 쓰지 않는 방법이다.



Ctrl+우 클릭 : 확대
Ctrl+우 클릭 : 축소
Shift+우 클릭 : 회전

3D2D

보기  3차원으로 전환,2차원으로 전환

차원변환



Output Job File



파일  새로만들기  Output Job 
File

새로운 Output Job File 만들기



Output Job File



자삽 데이터 출력 세팅



작성파일 출력 설정



작성파일 출력 설정



Fabrication Output 설정



Gerber 출력 파일에서 사용될 단위 및 형식지정



Gerber 형식으로 출력될 인쇄 Layer설정



Drill Drawing 시 Layer지정과 심벌 형태 설정



Gerber 형식으로 출력될 인쇄 Layer설정



NC Drill File 출력



NC Drill File 출력 설정



부품 List 파일 생성



작업 파일 출력



툴  일괄실행  고급

Folder Structure setting





출력 파일 생성

Bill of Materials



Gerber File 출력 데이터 보기



All OFF

Gerver File 출력 데이터 보기





통합 라이브러리



파일  새로만들기  Project  Integrated Library

새로운 통합 라이브러리 작성



프로젝트 새로 추가  Schematic Library

회로 라이브러리 만들기



심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SCH  SCH Library

SCH Library 패널 보기



배치  사각형

심볼 외곽 그리기



배치  핀

핀 배치하기



핀을 배치하기 전 Tab키를 누르면
핀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핀 속성 입력하기



핀을 배치하기 전 Tab키를 누르면
핀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핀을 배치하기 전 Tab키를 누르면
핀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핀을 배치하기 전 Tab키를 누르면
핀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핀을 배치하기 전 Tab키를 누르면
핀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핀을 배치하기 전 Tab키를 누르면
핀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핀을 배치하기 전 Tab키를 누르면
핀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핀을 배치하기 전 Tab키를 누르면
핀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POWER

I/O



심볼값 넣어주기



오류 체크하기



프로젝트 새로 추가  PCB Library 다른이름으로 저장

PCB 라이브러리



Grid 설정

G키 격자속성



Grid 수정하기

스텝란 오른쪽 체인을 풀면 X축 Y축의 그리드를 각각 설정할 수 있다



패드 배치하기

Place  패드



Tab키를 누르면, 패드에 대한 속성 설정창이
뜬다. 참조번호, 모양 및 크기를 설정한다.

패드 설정



패드 특수 붙여넣기

Edit  특수 붙여넣기  현재 레이어에
붙여넣기  배열로 붙여넣기



첫번째로 중심이 될 부분을
클릭하고, 원하는 반지름을
띄운 다음 1번핀이 위치할
부분에 클릭한다.



실크 작업

Top Overlay 선택  Place  전체 원



실크 작업

적당한 크기로 임의의
실크를 그려 넣어준다



실크 속성수정

그려넣은 원을 더블클릭하여 속성을 변경하여 준다



바깥쪽 원도 임의로 그려넣어준다

실크 작업



실크 속성수정

그려넣은 원을 더블클릭하여 속성을 변경하여 준다



PCB Library 패널

PCB  PCB Library



부품속성 및 이름넣기

부품속성  PCB 라이브러리 부품

이름,높이,타입 등을 설정



더블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부품속성으로 들어가 이름
을 넣어준다

부품속성



회로 라이브러리에
PCB라이브러리 추가



하나의 부품이 완벽하게 완성된 모습



통합 라이브러리를 컴파일 해주면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등록이 된다.



새로운 PCB Library 를 추가  Tools  부품 마법사



Altmaga 8

참고할 매뉴얼



부품 마법사



부품 마법사로는 DIP,Diodes,Resistors가 적당,단위는 mm



홀의 크기는 데이터시트 핀 크기보다 20%~30%정도 크게, 
패드의 크기는 핀의 *2~*2.5(MAX기준)



패드의 가로간격은 매뉴얼의
E와 eB의 중간값 E에 가까우
면 부품삽입시 다리를 오므
려야 하고, eB에 가까우면
홀이 작을 경우 다리가 끼임

핀간 간격은 e



적당한 굵기로 지정



Altmagma 8의 DIP패키지는 28핀



이름 지정





새로운 PCB Library 를 추가  Tools  IPC…Wizard

IPC 풋프린트 마법사



Altmaga 8

참고할 데이터시트





부품 선택



핀 양끝거리, 최대높이, 최소 이격 높이 입력



치수 입력, 핀수는 가로세로 따로 입력



단열 패드 추가, 필요시 체크해 치수기입



부품 몸체 사이즈 입력,계산된 값 사용 체크



부품 납땜 리드길이 입력 기본 값 사용 체크, Level B가 무난



부품 전체 폭 입력, 계산된 부품 허용 오차에 사용 클릭



실장 패키지 허용오차 입력, 기본값 사용에 체크



계산된 풋프린트 값 사용 체크, 패드 모양 체크



실크스크린 선 폭 치수기입, 계산된 실크스크린 치수 사용 체크



조립시 부품크기 입력



권장값 사용 체크해제, 이름, 설명 기재



저장 장소 정하기







단축키







회로도 능동 단축키







Web   www.rndtech.co.kr
http://blog.naver.com/realms7
https://www.youtube.com/channel/UCrAP2gsTX4rBXu6Zp0F6DGQ

Altium on-line Demo 성우녹음( Schematic Capture, PCB Layout )

http://www.rndtech.co.kr/
http://blog.naver.com/realms7
https://www.youtube.com/channel/UCrAP2gsTX4rBXu6Zp0F6DGQ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MSo1T3W_0rXDE39QUvKtQC0zP2pTDL40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MSo1T3W_0rUmFKjznEj8hsufkxR9hyF4
http://www.rndtech.co.kr/
http://www.rnd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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