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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조 공진 정류회로를 이용한 파워 컨버터 제어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보조 공진 정류회로를 이용한 파워 컨버터 제어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보조 공진 정류회로에 결합된 인버터 폴의 개략도 인데, 보조 공진 회로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
라 제어될 수 있는 파워 컨버터에서 유용하다. 제2a-2g도는 본 발명의 제어방법에 따른 메인 인버터 스
위칭 디바이중 하나의 역평행 다이오드에서 전류의 흐름으로 정류가 시작될때 제1도의 회로에서 전류 흐
름의 순서와 방향을 개략적으로 표시한 도면이다. 제3도는 제2도의 정류 순서에 따른 공진 인덕터 전류 
및 공진 출력전압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한개 이상의 페이즈를 갖는 인버터를 구비하는 형태의 파워 컨버터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는 
페이즈당 두개 이상의 직렬 결합된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상기 직렬 결합된 메인 스위칭 디
바이스는 직류원의 포지티브 및 네가티브 레일에 결합되고,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간의 접합점은 로
드에 결합되고,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는 각각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에 병렬로 결합된 스너버 
개패시터 및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가로질러 결합된 역평행 다이오드를 구비하고, 상기 파워 컨
버터는 한상의 직렬 결합된 버스-스플릿팅 캐패시터를 추가로 구비하며 상기 버스-스필릿팅 커패시터는 
상기 직류원의 포지티브 레일과 네가티브 레일간에 결합되고, 상기 파워 컨버터는 상기 메인 스위칭 디
바이스를 결합하는 접합점과 상기 버스-스플릿팅 캐패시터를 결합하는 접합점간에 결합된 보조 공진 정
류 회로를 추가로 구비하고, 상기 보조 공진정류 회로는 한상의 역평행으로 결합된 보조 스위칭 디바이
스를 포함하며 상기 보조 스위칭 디바이스는 공진회로와 직렬로 결합되고, 상기 역평행 다이오드중 하나
의 반대편 다이오드의 로드 전류로 정류가 시작될때, 로드 전류는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와 다른 하
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가로질러 결합된 상기 역평행 다이오드중 하나의 반대편 다이오드간에 흐
르고, 상기 로드 전류의 정류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a)하나의 상기 보조 스위칭 디바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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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온 함으로써 상기 인덕터를 가로지르는 직류 전원 전압의 1/2배인 강제 포텐셜을 적용하는 단계와; 
(b) 상기 인턱터의 전류를 로드 전류 레벨까지 증가시키고 상기 역평행 다이오드중 상기 반대편의 한 다
이오드를 통해 흐르는 로드 전류를 차단하는 것을 가능케하는 단계와, (c)상기 인덕터를 통해 흐르는 전
류를 로드 전류 레벨보다 높은 예정된 부수트 전류 드래스홀드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 상기 다른 하나의 
메인 스위칭 장치를 턴-온시키는 단계와; (d) 상기 다른 하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가 예정된 부스트 전류 드레스홀드에 도할할때 상기 다른 하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턴-오프하
고, 이것에 의해서 공진 회로를 상기 직류 전원의 한 레일의 전압 레벨에서 반대편 레일의 전압 레벨까
지 공진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케하는 단계와; (e) 상기 역평행 다이오드중 다른 하나를 순방향으로 바이
어스함에 의해서 상기 직류 전원의 반대편 레일의 전압 레벨로 각각 인버터 페이즈의 출력 전압을 크램
핑하는 단계와; (f) 상기 하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이면 상기 하나의 메인 스
위칭 디바이스를 턴-온하는 단계와; (g) 상기 인덕터의 전류를 제로로 감소시키는 것을 가능케하는 단계
와; (h) 보조 스위칭 장치를 통해 흐르는 전류가 제로일때 상기 하나의 보조 스위칭 장치를 턴-오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이로써 로드 전류가 상기 하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통해 흐르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파워 컨버터 제어 방법.

청구항 2 

한개 이상의 페이즈를 갖는 인버터를 구비하는 형태의 파워 컨버터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페
이즈당 두개 이상의 직렬 결합된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상기 직렬 결합된 메인 스위칭 디바
이스는 직류원의 포지티브 및 네가티브 레일에 결합되고,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간의 접합점으 로드
에 결합되고,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는 각각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에 병렬로 결합된 스너버 캐
패시터 및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가로질러 결합된 역평행 다이오드를 구비하고, 상기 파워 컨버
터는 한쌍의 직렬 결합된 버스-스플릿팅 커패시터를 추가로 구비하며 상기 버스-스플릿팅 커패시터는 상
기 직류원의 포지티브 레일과 네가티브 레일간에 결합되고, 상기 파워 컨버터는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
이스를 결합하는 접합점과 상기 버스-스플릿팅 커패시터를 결합하는 접합점간에 결합된 보조 공진 정류 
회로를 추가로 구비하고, 상기 보조 공진 정류 회로는 한쌍의 역평행으로 결합된 보조 스위칭 디바이스
를 포함하며 상기 보조 스위칭 디바이스는 공진 회로와 직렬로 결합되고, 상기 역평행 다이오드중 하나
의 반대편 다이오드의 로드 전류로 정류가 시작될 때, 로드 전류가 고 전류 드레스홀드 보다 작으면, 로
드 전류는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와 다른 하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가로질러 결합된 상기 역
평행 다이오드중 하나의 반대편 다이오드간에 흐르고, 상기 로드 전류의 정류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a) 하나의 상기 보조 스위칭 디바이스를 턴-온 함으로써 상기 인덕터를 가로지르는 직류 전원 
전압의 1/2배인 강제 포텐셜을 적용하는 단계와; (b) 상기 인덕터의 전류를 예정된 부스트 전류 드레스
홀드까지 증가시키는 단계와; (c) 상기 하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가 로드 전류 
레벨보다 높은 예정된 부스트 전류 드레스홀드에 도달할때 상기 하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턴-오프
하고, 이것에 의해서 공진 회로를 상기 직류 전원의 한 레일의 전압 레벨에서 반대편 레일의 전압 레벨
까지 공진하도록 하는것을 가능케하는 단계와; (d) 상기 역평행 다이오드중 반대편 다이오드를 순방향으
로 바이어스함에 의해서 상기 직류 전원의 반대편 레일의 전압 레벨로 각각 인버터 페이즈의 출력전압을 
클램핑하는 단계와; (e)상기 인덕터의 전류를 제로로 감소시키는 것을 가능케하는 단계와; (f)보조 스위
칭 장치를 통해 흐르는 전류가 제로일때 상기 하나의 보조 스위칭 장치를 턴-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이로써 로드 전류가 역평행 다이오드중 상기 반대편 다이오드를 통해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 
컨버터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류 드레스홀드는 다음식에 따라 결정되고 : 

여기서 IT는 상기 고전류 드레스홀드를 나타내며, Cr는 병렬 결합된 상기 스너버 커패시터의 유효 커패시

턴스를 나타내며, Vdc는 직류 전원 전압을 나타내며, tmax는 각각 상기 하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의 
정류 최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류 드레스홀드가 인버터로부터의 픽크 출력 전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상기 
고전류 홀드와 상기 예정된 부스트 드레스홀드 전류의 합은 상기 픽크 출력 전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5 

한개 이상의 페이즈를 갖는 인버터를 구비하는 형태의 파워 컨버터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페
이즈당 두개 이상의 직렬 결합된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상기 직렬 결합된 메인 스위칭 디바
이스는 직류원의 포지티브 및 네가티브 레일에 결합되고,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간의 접합점은 로드
에 결합되고,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는 각각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에 병렬로 결합된 스너버 커
패시터 및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가로질러 결합된 역평행 다이오드를 구비하고, 상기 파워 컨버
터는 한쌍의 직렬 결합된 버스-스플릿팅 커패시터를 추가로 구비하며 상기 버스-스플릿팅 커패시터는 상
기 직류원의 포지티브 레일과 네가티브 레일간에 결합되고, 상기 파워 컨버터는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
이스를 결합하는 접합점과 상기 버스-스플릿팅 커패시터를 결합하는 접합점간에 결합된 보조 공진 정류 
회로를 추가로 구비하고, 상기 보조 공진 정류 회로는 한쌍의 역평으로 결합된 보조 스위칭 디바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보조 스위칭 디바이스는 공진 회로와 직렬로 결합되고, 상기 하나의 메인 스위칭 장치의 
로드 전류로 정류가 시작될때 로드 전류가 고전류 드레스홀드 보다 더 크면, 로드 전류는 상기 메인 스
위칭 디바이스와 다른 하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가로질러 결합된 상기 역평행 다이오드중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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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다이오드간에 흐르고, 상기 로드 전류를 정류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하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턴-오프하는 단계와; (b) 로드 전류로 하여금 상기 직류원의 한 레일의 전압 레
벨에서 반대편 레일의 전압 레벨까지 각각의 인버터 페이즈의 출력 전압을 드라이브하도록 하는 단계와; 
(c) 상기 역평행 다이오드의 반대편 다이오드를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함으로써 상기 인버터의 각각의 페
이즈의 출력 전압을 상기 직류원의 반대편 레일의 전압 레벨로 클램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이로써 
로드 전류가 상기 역평행 다이오드의 반대편 다이오드를 통해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 컨버터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류 드레스홀드는 다음식에 따라 결정되고 :

여기서 IT는 상기 고전류 드레스홀드를 나타내며, Cr는 병렬 결합된 상기 스너버 커패시터의 유효 커패시

턴스를 나타내며, Vdc는 직류 전원 전압을 나타내며, tmax는 각각 상기 하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의 
정류 최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류 드레스홀드가 인버터로부터의 픽크 출력 전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상기
고전류 홀드와 상기 예정된 부스트 드레스홀드 전류의 합은 상기 픽크 출력 전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8 

한개 이상의 페이즈를 갖는 인버터를 구비하는 형태의 파워 컨버터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페
이즈당 두개 이상의 직렬 결합된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상기 직렬 결합된 메인 스위칭 디바
이스는 직류원의 포지티브 및 네가티브 레일에 결합되고,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간의 접합점은 로드
에 결합되고,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는 각각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에 병렬로 결합된 스너버 커
패시터 및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가로질러 결합된 역평행 다이오드를 구비하고, 상기 파워 컨버
터는 한쌍의 직렬 결합된 버스-스플릿팅 커패시터를 추가로 구비하며 상기 버스-스플릿팅 커패시터는 상
기 직류원의 포지티브 레일과 네가티브 레일간에 결합되고, 상기 파워 컨버터는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
이스를 결합하는 접합점과 상기 버스-스플릿팅 커패시터를 결합하는 접합점간에 결합된 보조 공진 정류 
회로를 추가로 구비하고, 상기 보조 공진 정류 회로는 한쌍의 역평행으로 결합된 보조 스위칭 디바이스
를 포함하며 상기 보조 스위칭 디바이스는 공진 회로와 직렬로 결합되고, 상기 역평행 다이오드중 하나
의 반대편 다이오드의 로드 전류로 정류가 시작될때, 로드 전류가 다이오드 부스트 드레스홀드보다 더 
크면, 로드 전류는 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와 다른 하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가로질러 결합된 
상기 역평행 다이오드중 하나의 반대편 다이오드간에 흐르고, 상기 로드 전류의 정류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a)하나의 상기 보조 스위칭 디바이스를 턴-온 함으로써 상기 인덕터를 가로지르는 직류 
전원 전압의 1/2배인 강제 포텐셜을 적용하는 단계와; (b) 상기 인덕터의 전류를 로드 전류 레벨까지 증
가시키고 상기 역평행 다이오드중 상기 반대편 다이도를 통해 흐르는 로드 전류를 차단하도록 하는 단계
와; (c) 공진 회로로 하여금 상기 직류원의 한 레일의 전압 레벨에서 반대편 레일의 전압 레벨까지 공진
하도록 하는 단계와; (d)상기 역평행 다이오드중 다른 다이오드를 순방향으로 바이어스함으로써 각각의 
인버터 페이즈의 전압 레벨을 상기 직류 전원의 반대편 레일의 전압 레벨로 클램핑하는 단계와; (e)상기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가로지르는 전압이 제로일때 상기 하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턴-온하는 단
계와; (f) 상기 인덕터의 전류를 제로로 감소케하는 단계와; (g)상기 보조 스위칭 디바이스를 통해 흐르
는 전류가 제로일때 상기 하나의 보조 스위칭 디바이스를 턴-오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이로써 로드 
전류가 상기 하나의 메인 스위칭 디바이스를 통해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 컨버터 제어 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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