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wer Tester 1800A
전력반도체 신뢰성 분석 및 열저항 측정

MicReD 파워테스터 1800A (또는 PT1800A) 는 전력 반도체의 개발 및 생산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결함에 대하여 자동으로 테스트 및 분석을 수행합니다. 산업용 전기 시스템의 에너지 사용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 부품의 제조사들은 항공, 전기자동차, 철도, 발전,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분야에 높은 신뢰성을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Power Tester 1800A는 전력반도체 제품에 대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시험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고장에 이르기까지 수천에서 수만 사이클의 사이클링 테스트 수행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제품의 분석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REAL-TIME FAILURE DIAGNOSIS
Power Tester 1800A는 생산 현장 또는 실험실에서 전력반도체 부품이 고장에 이르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기록할 수 있는 전세계 유일의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전력 반도체 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테스트하여, 
제품의 수명주기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ower Tester 1800A는 전력반도체 (IGBT, MosFET), LED, 
전자부품 성능 평가에 필수인 “열 측정 및 분석” 기술의 정점으로 불리는 MicReD T3Ster(트리스터)의 산업용 모델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실험 도중 DUT(Device Under Tester:테스트 제품)의 변경이나 제품 이동 
등이 전혀 필요 없으며, 하나의 장비(Power Tester)에서 모든 Power cycling test를 진행 할 수 있어 높은 실험의 
신뢰도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기반의 간결한 GUI는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구성 되어 있어, 전문 
분석 엔지니어부터 비 전문가인 생산 부서 직원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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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측정 시나리오를 사용한 사이클 테스팅 
중 DUT 정션온도의 변화 값을 표시한 예



Power Tester 1800A는 테스트 중 온도, 전압, 전류 등을 측정함과 동시에 구조분석 그래프(Structure Function)을 통해 
패키지의 변화와 고장을 분석하며, 패키지의 개발, 신뢰성 분석 및 생산 투입 전 부품에 대한 배치(Batch)체크를 속도와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파워 사이클 테스트를 하는 동안 측정된 실시간 구조분석 그래프(Structure Function)은 DUT가 고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기록하며, 각 부분의 열화 시점 및 사이클 횟수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진행된 실험에 대한 별도의 사후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샘플을 장기간 사이클 테스트를 하면서 열화가 되는 구간과 시기를 일일히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정확한 열화 구간 확인을 위해 진행해온 별도의 열 저항 측정도 필요 없습니다. DUT를 Power Tester에 연결하고 
사이클링과 열 저항 측정에 대한 조건만 입력하면 됩니다.

Power Tester 1800A를 통해서 전력반도체 공급자는 안정적인 제품 설계를 통해 향상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사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Power Tester 1800A에서 산출된 실험 및 분석 데이터는 FloTHERM과 FloEFD와 같은 CFD(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를 통해 
세부 모델을 보정하고 검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필드 테스트 테크놀로지 : 산업현장에서 정호가한 열 특성 산출이 가능해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수한 열 측정 
장비이며, T3Ster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다양한 전력 반도체 소자의 측정 : MOSFET(Metal-Oxide 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tor), IGBT(Insulated-Gate 
Bipolar Transistor), Power Diode

고장에 이르기까지의 끊임없는 파워 사이클링 수행 : DUT를 실험 중에 적절한 처치를 위해 수정, 별도의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서 따로 테스트를 수행, 이후 다시 사이클 테스트 수행과 같은 전통적인 신뢰성 실험방법을 배제하도록 
하나의 장비에서 한번에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의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 : 터치 스크린 상에서 테스트 중의 전류, 전압, 온도, 패키지의 구조와 열화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분석 그래프(Structure Function)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원 인가 시나리오 모드 : Constant Power On/Off Time, Constant Case Temperature Swing, Constant Junction 
Temperature Rise, Constant Applied Power

실시간 구조분석 그래프(Structure Function) 분석 : 고장에 이르는 과정, 당시의 사이클 횟수, 고장 발생에 대한 결과를 
바로 획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사후 분석과 파괴 검사의 불필요 : 엑스레이, 초음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DUT 파괴 분석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쉬운 사용법 : 분석 전문가나 생산부서 요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안전 사양 : 과열, 연기, 냉매 유출탐지 사양이 적용되어 장비 혼자 작동시에도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동시 병행 측정 : 동시에 12개의 DUT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중 원격 감시 및 접속 :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통해 측정 진행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JESD 51-1, JESD 51-14 실험 방법 수행 가능 /  AEC-Q 101, AQG 324 테스트 조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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