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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권장사양

삼성전기 Component Library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시스템 사양이 필요합니다. 

OS : Windows 10 이상 또는 Windows Server 2016 이상

RAM : 2GB

Disk space : 1GB

- 문의

삼성전기는 고객이 Component Library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문의 사항이나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FAQ | 삼성전기 (samsungsem.com) 

문의하기 | 삼성전기 (samsungsem.com)

1. 시스템 권장사양

https://www.samsungsem.com/kr/support/contact-us/faq.do
https://www.samsungsem.com/kr/support/contact-us/inquiry.do


1. All Categories
지원되는제품의카테고리를보여주며,카테고리클릭시해당

메뉴로이동할수있습니다.

2. Software Library
S-Parameter 와기타Software Library 및사용자가이드문서를다운로

드하실수있습니다..

3. Notice
1년이내에새롭게업데이트된소식을확인할수있습니다. 

선택한소식의세부내용은우측영역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4. Download & Link 
사용자가이드문서를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관련사이트바로가기기능을지원합니다.

2-1. 메인 인덱스 > 페이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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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단메뉴

현재접속한페이지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2. 필터

원하는조건으로제품필터링이가능합니다.

3 .파트리스트

관심있는파트를더블클릭하여 selected parts에담을수있습니다.

4 . Selected Parts 

Selected Parts에담긴파트들중원하는파트를최종선택합니다.

5 .Model mode

시뮬레이션을위한Model mode 선택합니다. 

6 .그래프시뮬레이션

원하는graph type를선택하여그래프를생성합니다.

7 .시뮬레이션파일다운로드

시뮬레이션데이터파일을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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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품별 상세페이지 > 페이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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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공식홈페이지와프러덕트서치, 컴포넌트라이브러리웹사이트의메인페이지로이동하실수있습니다.

3-2. 제품별 상세페이지 > 상단 메뉴

21



문의 버튼 클릭 시 삼성전기에 빠른 문의가 가능합니다.

3-2. 제품별 상세페이지 > 상단 메뉴



메뉴명을클릭하여해당메뉴로이동할수있습니다.

3-2. 제품별 상세페이지 > 상단 메뉴



필터영역을숨기거나표시할수있습니다.

3-3. 제품별 상세페이지 > 필터



Reset 버튼클릭시설정한모든필터조건이초기화됩니다. 

3-3. 제품별 상세페이지 > 필터



Part Number를입력하여원하는파트를찾으실수있습니다. 

3-3. 제품별 상세페이지 > 필터



‘all’ 옵션을통하여전체옵션선택/해제가가능합니다.

3-3. 제품별 상세페이지 > 필터



컬럼헤더에마우스오버시등장하는보조도구를통하여파트리스트정렬이가능합니다. 

3-4. 제품별 상세페이지 > 파트리스트



Data 컬럼의아이콘을클릭하면해당파트의데이터시트페이지로이동가능하며, 해당페이지를PDF 파일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3-4. 제품별 상세페이지 > 파트리스트

[ 데이터시트 페이지 ]



파트 리스트에서 원하는 파트를 더블 클릭하면 Selected Parts 영역 내 맨 앞에 추가되고, 기존에 선택되어있던 파트들은 자동으로 선택
해제됩니다.

3-4. 제품별 상세페이지 > 파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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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하단에서는 전체 파트 개수 대비 조건에 부합하는 파트의 개수를 확인 가능합니다.

우측 하단의 List Download  버튼 클릭 시 현재 보여지는 제품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3-4. 제품별 상세페이지 > 파트리스트



1. 시뮬레이션을위하여선택된제품박스의개수를표시합니다. (최대6개까지선택가능합니다.)

2. 버튼을클릭하면, Selected Parts에담긴전체제품박스를전체삭제할수있습니다.

3. 선택/해제가가능하며, 선택된제품박스는파란색라인으로표시됩니다.

4. 삭제버튼선택시해당제품박스는Selected Parts 리스트에서삭제됩니다.

5. 입력필드에해당파트의시뮬레이션조건값을입력할수있습니다. 입력필드하단에는설정가능한조건범위가안내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6.박스우측에노출되는+ 버튼을클릭하면 우측으로해당제품박스가복사됩니다. 여러조건으로시뮬레이션을진행하실때용이합니다.

7. 박스하단에노출되는툴팁을통하여해당제품의특성정보를확인및데이터시트접근이가능합니다.

8. 해당버튼과마우스스크롤로리스트내위아래로이동할수있습니다. 

* 좌측사이드바에서최종적으로선택한제품박스의시뮬레이션을진행할수있습니다.

최대 30개의제품을박스형태로 Selected Parts에담을수있습니다.

Selected Parts에서는아래와같은기능들을제공합니다.

3-5. 제품별 상세페이지 > Selected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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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Side Panel을숨기거나표시할수있습니다.

3-6. 제품별 상세페이지 > Model mode



1. 물음표아이콘마우스오버시Model Mode 가이드툴팁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2. Precise/Simple 옵션은단일/중복선택이가능합니다.

3-6. 제품별 상세페이지 > Mode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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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품별 상세페이지 > 그래프 시뮬레이션

1. Selected Parts에서파트를선택하신후, 그래프버튼을눌러시뮬레이션하실수있습니다. 각파트별로지원하는그래프는상이할수있습니다.

2. 그래프는우측에새창으로뜨며, 그래프창은화면내에서자유롭게이동가능합니다.



S[dB]와Smith chart 그래프는버튼마우스오버시S-parameter 회로를설정하여시뮬레이션가능합니다.

3-7. 제품별 상세페이지 > 그래프 시뮬레이션



1. 해당그래프의Raw data를저장하실수있습니다.

2. 해당그래프를이미지파일(.png)로저장하실수있습니다.

3. 해당그래프를인쇄하실수있습니다.

4. 해당그래프중선택/해제옵션을통해원하는그래프를볼수있으며삭제가가능합니다.

5. 그래프축과관련한세부설정이가능합니다.

3-7. 제품별 상세페이지 > 그래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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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Parts에서 파트를 선택하신 후, 원하는 시뮬레이션 파일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 3D CAD(.stp) : 제품의 3D CAD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ootprint(.dxf) : 제품의 권장 PAD Siz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트를 선택한 경우 압축된 한 개의 파일로 제공됩니다.

3-8. 제품별 상세페이지 > 시뮬레이션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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