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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력 반도체 스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집적 회로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단일의 전력 반도체 스위치 또는 반브릿지 구조인 전력 반도체 스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집적 회로 장치에 관한

것이다. 회로 장치는 전위가 보다 높은 스위치용 제1 레벨 시프터를 적어도 포함하는 복수의 기능 그룹을 포함하는 제1 조

절칩과, 제2 레벨 시프터 및 상기 스위치용 구동기를 적어도 포함하는 복수의 기능 그룹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2 조

절칩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조절칩은 제1 조절칩 후방에 연결되고, 제2 조절칩의 기본 전위는

제1 조절칩의 레벨 시프터의 출력 전위로 존재하며, 조절칩은 서로에 대해 적합하게 절연된 상태로 공통 하우징에 배치된

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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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전력 반도체 스위치(40)를 조절하기 위한 집적 회로 장치이며,

상기 회로 장치는 스위치(40)용 적어도 하나의 제1 레벨 시프터(730)를 적어도 포함하는 복수의 기능 그룹을 포함하는 제

1 조절칩(72)과,

제2 레벨 시프터(740) 및 스위치(40)용 구동기(746)를 적어도 포함하는 복수의 기능 그룹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2

조절칩(74)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조절칩(74)은 제1 조절칩(72) 후방에 연결되고, 제2 조절칩(74)의 기본 전위는 제1 조절칩(72)의

레벨 시프터(730)의 출력 전위로 존재하며, 조절칩(72, 74)은 서로에 대해 적합하게 절연된 상태로 공통 하우징(70)에 배

치되는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2.

중간 직류 링크 및 부하(60)와 연결되는 TOP-(40) 및 BOT-(50) 스위치인 브릿지 회로에 배치되는 전력 반도체 스위치

(40, 50)를 조절하기 위한 집적 회로 장치이며,

상기 회로 장치는 BOT-스위치(50)의 구동기(732) 및 TOP-스위치(40)용 적어도 하나의 제1 레벨 시프터(730)를 적어도

포함하는 복수의 기능 그룹을 포함하는 제1 조절칩(72)과,

제2 레벨 시프터(740) 및 TOP-스위치(40)의 구동기(746)를 적어도 포함하는 복수의 기능 그룹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의 제2 조절칩(74)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조절칩(74)은 제1 조절칩(72) 후방에 연결되고, 제2 조절칩(74)의 기본 전위는 제1 조절칩(72)의

레벨 시프터(730)의 출력 전위로 존재하며, 조절칩(72, 74)은 서로에 대해 적합하게 절연된 상태로 공통 하우징(70)에 배

치되는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전력 반도체 스위치(40)는 비병렬 배치된 프리휠링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IGBTs 또는 MOSFETs와 같은

동종의 전력 반도체 부품 또는 복수의 동종의 전력 반도체 부품을 포함하는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제1 조절칩(72)은 다른 기능 그룹인 전압 조절기(724), 입력 인터페이스(720), 처리 논리 회

로(722), 에러 관리부(726) 및 보안 회로(728)를 포함하는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제2 조절칩(74)은 다른 기능 그룹인 신호 구성부(742), 처리 논리 회로 및 보안 회로(744)를

포함하는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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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제1 레벨 시프터(730)의 출력 전위는 제1 조절칩(72)의 기본 전위 이상의 0과 600V 사이에

서 변화되는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전력 반도체 스위치(40, 50)는 비병렬 배치된 프리휠링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IGBTs 또는 MOSFETs와

같은 동종의 전력 반도체 부품 또는 복수의 동종의 전력 반도체 부품을 포함하는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조절칩(72)은 3개의 BOT-구동기(732) 및 3개의 제1 레벨 시프터(730)를 포함하고, 3개의 제2

조절칩(74)은 각각 제2 레벨 시프터(740) 및 TOP-구동기(746)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삼상 브릿지 회로장치의 전력 반

도체 스위치(40, 50)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조절칩(72)은 3개의 BOT-구동기(732), 브레이크 초퍼용 전력 스위치(80)의 구동기(734) 및 3

개의 제1 레벨 시프터(730)를 포함하고, 3개의 제2 조절칩(74)은 각각 제2 레벨 시프터(740) 및 TOP-구동기(746)를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브레이크 초퍼를 구비하는 삼상 브릿지 회로 장치의 전력 반도체 스위치(40, 50)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집적 회로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단일 스위치로서 또는 브릿지 회로에 배치된 전력 반도체 스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집적 회로 장치에 관한 것이

다. 이와 같은 전력 스위치의 브릿지 구조는 단상, 이상 또는 삼상 반브릿지 회로 또는 H-브릿지 회로로 알려져 있으며, 단

상 반브릿지는 전력 전자 회로의 기본 모듈을 나타낸다. 반브릿지 회로에서는 2개의 전력 스위치, 제1, 소위, TOP-스위치

및 제2, 소위, BOT-스위치가 직렬 회로로 배치된다. 이러한 반브릿지는 일반적으로 중간 직류 링크(intermediate direct

current link)에 대한 결합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중간탭은 부하와 연결된다.

전력 반도체 구조 또는 직렬 연결된 복수의 동종의 전력 반도체 구조를 구비하는 전력 스위치 구조에서, 전력 스위치를 조

절하기 위해 조절 회로가 요구된다. 이러한 조절 회로는 일반적으로 종래 기술에 따르면 복수의 부분 회로 또는 기능 블록

으로 이루어진다. 상류에 존재하는 제어 장치로부터 오는 제어 신호는 제1 부분 회로인 조절 논리 회로에서 처리되어 다른

부품을 통해 구동기 회로 및 마지막으로 각 전력 스위치의 제어 입력부로 공급된다. 직류 링크 전압이 보다 높은, 예를 들

면 100V 이상인 반브릿지 구조에서, 제어 신호 처리용 조절 논리 회로는 전위면에서/전기적으로(galvanic) 구동기 회로로

부터 분리되는데, 왜냐하면 관련된 전력 스위치가 서로 상이한 전위로 존재하여 전압에 있어서의 절연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분리는 종래 기술에 따르면 예를 들면 트랜스듀서, 광커플러 또는 광도파관에 의해 행해진다. 이러한 전기적 분

리는 적어도 TOP-스위치에 대해 적용되지만, 그러나 전력이 보다 높은 경우 BOT-스위치에 대해서도 접지 전위의 만일

의 분리에 의해 스위칭 시 행해진다.

외부의 전기적 분리가 생략되는 600V까지의 전압 등급의 전력 스위치용 집적 회로 장치가 알려져 있다. 이는 모놀리식 집

적 회로이며, 종래 기술에 따르면 레벨 시프터(level shifter)가 예를 들면 조절 논리 회로를 본래의 구동기 회로로부터 전

기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소위 SOI(절연체 상의 실리콘) 기술에서 사용된다. 보다 더 높은 전압 등급에 대해 상기 기술은 기

술적으로 제한되며 높은 비용으로만 사용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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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접점 절연(junction isolation)"에 의한 조절 논리 회로 및 구동기 회로의 모놀리식 집적화가 알려져 있다. 이 기술은

1200V의 전압 등급까지 사용된다. 집적 회로 장치의 이러한 구성은 물론 제조 기술상 매우 소모적이므로 비용이 들게 된

다. 또한, 예를 들면 높은 온도(>125℃ 작동 온도)에서 누설 전류 및 래치업(latch-up) 효과 등에 의한 기술적 문제점 및

빠른 역학적 과정에서 접지 전위의 분리에 의한 기술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알려진 제조 기술을 사용하고 상기 제조 기술에 있어서 통상적인 것보다 더 높은 전압 등급에 대해 사용

될 수 있는 동시에 125℃이상의 높은 작동 온도에서의 사용에도 적합한 집적 회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르면 청구범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특징부의 수단을 통해 달성된다. 양호한 실시예가 종속항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집적 회로 장치는 단일의 스위치로서 또는 브릿지 회로에 배치되는 전력 반도체 스위치를 조절하도록 사용

된다. 여기서 브릿지 회로는 잘 알려진 사용예이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이와 관련하여 설명된다. 브릿지 회로에서 TOP-

및 BOT-스위치는 직렬 연결되며 중간 직류 링크 및 부하와 연결된다. 여기서 브릿지 회로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단상, 이상 또는 삼상 반브릿지로서 또는 다른 전력 스위치, 소위 브레이크 초퍼(brake chopper)를 구비하는 삼

상 브릿지로서 구성될 수도 있다. 브릿지 회로의 구성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집적 회로 장치는 제1 조절칩 및 적어도 하나

의 제2 조절칩을 포함한다. 제1 조절칩은 복수의 기능 그룹으로서 조절 논리 회로와, BOT-스위치의 적어도 하나의 구동

기 및 TOP-스위치용 적어도 하나의 제1 레벨 시프터를 포함한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조절칩은 복수의 기능 그룹으

로서 본 발명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제2 레벨 시프터 및 TOP-스위치의 구동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적

어도 하나의 제2 조절칩은 제1 조절칩 후방에 연결된다. 여기서, 각 제2 조절칩의 기본 전위는 관련되는 TOP-스위치용

제1 조절칩의 레벨 시프터의 출력 전위로 존재한다. 제1 및 적어도 하나의 제2 조절칩은 유리하게는 모든 조절칩이 서로에

대해 적합하게 절연된 상태로 공통 하우징에 배치된다.

물론 단일의 스위치를 조절하는 경우는 회로 장치의 BOT-스위치용 구동기는 존재하지 않고, 다른 전위로 존재하는 전력

스위치 또는 전력 스위치들용 레벨 시프터 또는 레벨 시프터들만이 있게 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사상은 도 1 내지 도 4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전력 반도체 스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회로 장치를 도시한다. 제1 전력 스위치(40), 즉 TOP-스위

치 및 이에 직렬 배치된 제2 전력 스위치(50), 즉 BOT-스위치로 이루어진 반브릿지 회로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양 스위

치는 그 자체로 각각 전력 트랜지스터, 예를 들면 IGBT(절연 게이트 양극 트랜지스터) 및 비병렬 연결된 프리휠링 다이오

드(free wheeling diode) 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MOS-FET로 이루어진다. 종래 기술에 상응하게, 각 전력 스위치는 또

한 병렬 연결된 복수의 IGBT 및 여기에 비병렬 연결된 복수의 프리휠링 다이오드 또는 유사하게 복수의 MOS-FET로 이

루어질 수 있다.

제어 입력부인 각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구동 회로와 연결된다. 여기서, 구동 회로(20)는 TOP-스위치(40)에 관련되고,

구동 회로(30)는 BOT-스위치(50)에 관련된다. 상기 양 전력 스위치는 작동 시 상이한 전위로 존재하므로, 양 구동 회로

(20, 30)는 전기적으로 서로 절연되어 배치되어야 한다.

상류에 존재하는 제어 장치의 제어 신호(5)는 조절 논리 회로(10)에서 처리되고,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구동 회로로 전달된

다. 전기적 분리를 위해, 여기서, 조절 논리 회로(10)와 구동 회로(20, 30) 사이에 트랜스듀서(22, 32)가 연결된다. 어떤 사

용예의 경우, 예를 들면 전력이 작은 경우, 종래 기술에 따르면, BOT-스위치(50)의 구동 회로(30)에 대한 트랜스듀서(32)

가 제거된다. 이러한 경우, 조절 논리 회로(10)와 BOT-구동 회로(30)는 동일한 전위로 존재한다.

도 2는 상기 전력 스위치의 반브릿지 회로용 전력 반도체 스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회로 장치를 도시한다.

반브릿지 회로는 도 1에서와 동일하다. 여기서 전력 스위치(40, 50)로서 전압 등급 1200V의 IGBT가 구비된다.

본 발명에 따르며, 상류에 존재하는 제어 장치의 제어 신호(5)는 단일 모듈에 의해 처리되어 각 전력 스위치(40, 50)의 게

이트에 공급된다. 상기 모듈은 서로에 대해 절연되어 공통 하우징(70)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조절칩(72, 74)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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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 조절칩(72)은 논리 구조 그룹(750), BOT-스위치(50)용 구동기(732) 및 TOP-스위치용 제1 레벨 시프터(730)를

포함한다. 제1 레벨 시프터(730)의 출력부는 제2 조절칩(74)의 입력부와 연결된다. 제2 조절칩(74)은 제2 레벨 시프터

(740) 및 TOP-스위치(40)의 구동기(746)를 포함한다.

따라서, 논리 구조 그룹(750)과 TOP-스위치(40)의 구동기(746) 사이의 신호는 레벨 시프터(730, 740)에 의해 필요한 전

위로 상승된다. 제1 레벨 시프터(730)는 제1 조절칩(72)의 일체형 부품이고 제2 레벨 시프터(740)는 제2 조절칩(74)의 일

체형 부품이므로, 각 조절칩(72, 74)에 있어서 전위차로서 최대 전압의 절반만을 넘어야 한다. 여기서 제1 조절칩(72)의

기본 전위는 예를 들면 0V와 600V 사이이며 제2 조절칩(74)의 기본 전위는 600V와 1200V 사이에서 변동할 수 있다. 따

라서, 종래 기술에 따른 600V 절연 방법, 예를 들면 SOI가 각 조절칩(72, 74)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양 조절칩(72, 74)이

서로에 대해 절연되어 배치되어 있으므로, 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각 조절칩(72, 74)의 전위차와 비교하여 이중 전위차를

넘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 600V의 조절칩(72, 74) 내의 내부 절연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1200V의 전압 등급용 집적 회

로 장치가 구현된다.

도 3은 전력 스위치의 삼상 브릿지 회로용 전력 반도체 스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회로 장치를 도시한다. 삼

상 브릿지 회로는 도 1에서와 동일한 반브릿지 회로 3개로 이루어진다. 삼상 브릿지 회로는 마찬가지로 전압 등급 1200V

의 IGBT로서 형성된 3개의 TOP- 및 3개의 BOT-스위치를 각각 포함한다. 부하(60)는 예를 들면 삼상- 전동 모터로서 형

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류에 존재하는 제어 장치의 제어 신호(5)는 단일 모듈에 의해 처리되어 삼상 브릿지 회로의 각 전력

스위치(40, 50)의 게이트에 공급된다. 단일 모듈은 서로에 대해 절연되어 공통 하우징(70)에 배치되어 있는 4개의 조절칩

(72, 74)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제1 조절칩(72)은 도 2에 비해 보다 복잡하게 도시되어 있으며, 기능 그룹인 전압 조절기

(724), 입력 인터페이스(720), 처리 논리 회로(722), 에러 관리부(726)와 보안 회로(728); BOT-스위치(50)용 3개의 구동

기(732); 및 삼상 브릿지 회로의 TOP-스위치(40)용 3개의 제1 레벨 시프터(730)를 포함한다. 제1 레벨 시프터(730)의 출

력부는 3개의 제2 조절칩(74)의 입력부와 연결된다. 제2 조절칩(74)은 각각 제2 레벨 시프터(740), 신호 구성부(742), 처

리 논리 회로 및 보안 회로(744), 및 각 TOP-스위치(40)의 구동기(746)를 포함한다.

처리 논리 회로(722)와 TOP-스위치(40)의 구동기(746) 사이의 신호는 재차 레벨 시프터(730, 740)에 의해 필요한 전위

로 상승된다. 제1 레벨 시프터(730)는 제1 조절칩(72)의 일체형 부품이고 제2 레벨 시프터(740)는 각 제2 조절칩(74)의

일체형 부품이며, 각 제2 조절칩(74)의 출력 전위는 작동 시 600V와 1200V 사이의 다양한 전위로 존재하며, 이 전위는 작

동 시간 동안 변동된다. 삼상 브릿지 회로의 조절 시에도 종래 기술에 따른 절연 방법이 각 조절칩(72, 74)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모든 조절칩(72, 74)이 서로에 대해 절연되어 배치되어 있으므로, 도 2에 따른 실시예에서와 같이 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조절칩(72, 74) 내의 전위차와 비교하여 이중 전위차를 넘게 된다.

도 4는 브레이크 초퍼를 포함하는 삼상 브릿지 회로용 전력 반도체 스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회로 장치를

도시한다. 여기에는 제7 전력 스위치(80)가 추가적으로 3개의 TOP- 및 3개의 BOT-스위치(40, 50)에 대해 배치되어 있

다. 상기 제7 전력 스위치(80)는 작동 시, 예를 들면 전동 모터의 에너지 회수 시스템으로부터 회로의 잉여 전기 에너지를

배출하도록 사용되는 소위 브레이크 초퍼용 제어 장치로서 기능한다. 브레이크 초퍼용 전력 스위치(80)를 조절하기 위해,

도 3에 따른 조절칩에 비해, 제1 조절칩은 BOT-스위치(50)의 구동기(732)와 동일한 전위로 존재하는 다른 구동기(734)

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집적회로 장치는 전위가 보다 높은 스위치용 제1 레벨 시프터를 포함하여 복수의 기능 그룹을 포함하는 제

1 조절칩과 제2 레벨 시프터 및 스위치용 구동기를 포함하며, 복수의 기능 그룹을 포함하는 제2 조절칩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 기존의 집적회로 장치보다 높은 전압등급에 대해 사용될 수 있고, 또한 125℃ 이상의 높은 작동 온도에서도 원활히 사

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전력 반도체 스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회로 장치의 개략도.

도2는 전력 스위치의 반브릿지 회로용 전력 반도체 스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회로 장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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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은 전력 스위치의 삼상 브릿지 회로용 전력 반도체 스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회로 장치의 개략도.

도4는 브레이크 초퍼(brake chopper)를 포함하는 삼상 브릿지 회로용 전력 반도체 스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

른 회로 장치의 개략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0: 전력 반도체 스위치

70: 공통 하우징

72: 제1 조절칩

74: 제2 조절칩

730: 제1 레벨 시프터

740: 제2 레벨 시프터

746: 구동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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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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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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