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mcenter Power Cycle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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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center Power Cycle Tester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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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center Power Cycle Tester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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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전력반도체
(IGBT, MosFET), LED, 전자부품 성능 평가에 필수인 “열
측정 및 분석” 기술의 정점으로 불리는 Sim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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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center Power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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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center Power Cycle Tester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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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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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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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center Power Cycle Tester 에서 산출된 실험 및 분석 데이터는 Simcenter Flotherm, Simcenter Floefd 와
같은 CFD(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를 통해 세부 모델을 보정하고 검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Power Cycle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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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LED에대한토탈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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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측정

Simcenter T3Ster 기술을 발광 다이오드(LED) 구성요소 및솔리드 스테이트 조명(SSL) 어레이 열 및
광학 테스트, 측정과 특성화를 결합한 프로세스에 적용하려면 Simcenter TeraLED 추가 옵션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추가 기능에는 통합형 구체가 서로 다른광출력 범위에 따라 두가지 크기로
제공되며, JEDEC JESD51-51 및 51-52 규정을 준수하는 LED 테스트 환경을 구현한 결합형
시스템입니다. 광학 측정 기능으로 열특성을 계산하며, 광출력 매개변수의 온도종속성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TeraLED 시스템은 온도제어 환경에서 다양한 광학 매개변수(표색계, 암소시 유동량, 복사
효율, 발광 효뉼, 방사효율성, 상관색온도 등) 을획득할 수도 있지만 광출력 모델까지 완비한 LED 
패키지 컴팩트 열모델을 제공하는 기능도 있어 FloEFD모듈로 정확한 열 시뮬레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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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분석

열전달 물질(TIM)은 전체 열 경로의 특수한 요소이며 열전도율 값을 측정 또는 확인하려면 별도의
열 특성화를 거쳐야 합니다. (특성화를 더 자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열 전도율 값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mcenter DynTIM(Simcenter T3Ster 포함)은 연성 TIM 재료
(그리스, 갭 패드) 와 접착제 및 고체와 같은 경성 TIM 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독보적인 제품입니다.

대다수 종류의 ASTM Type I, II 및 III 재료의
열 전도율 값을 제공하기 위하여 Type I 및 II 
재료의 경우 정확한 자동,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Type II 의 경우 압력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두께를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열전도도측정기

Simcenter DynT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