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91919) ) ) ) 대한민국특허청대한민국특허청대한민국특허청대한민국특허청((((KRKRKRKR))))
((((12121212) ) ) ) 공개특허공보공개특허공보공개특허공보공개특허공보((((AAAA))))

(51)(51)(51)(51) Int. Cl.Int. Cl.Int. Cl.Int. Cl.
7777

H03K 17/16H03K 17/16H03K 17/16H03K 17/16

((((11111111) ) ) ) 공개번호   특공개번호   특공개번호   특공개번호   특2000200020002000----0047758004775800477580047758

((((43434343) ) ) ) 공개일자   공개일자   공개일자   공개일자   2000200020002000년년년년07070707월월월월25252525일일일일

(21) 출원번호 10-1999-0053403

(22) 출원일자 1999년11월29일

(30) 우선권주장 10-343813  1998년12월03일  일본(JP)  

(71) 출원인 가부시키가이샤 히타치세이사쿠쇼    가나이 쓰토무

일본 도쿄토 치요다쿠 간다스루가다이 4쪼메 6반치

(72) 발명자 키무라신

일본국이바라키켄히타치시이시나자카초2초메26-21

나가스마사히로

일본국이바라키켄히타치나카시이나다1048-144

이나리다사토루

일본국이바라키켄히타치나카시이치게663쓰쿠바다이아파트12-301

미야자키히데키

일본국이바라키켄히타치시오기쓰초1초메30-3

스즈키카쓰노리

일본국이바라키켄타카하기시시마나1369-2

(74) 대리인 이화익

심사청구 심사청구 심사청구 심사청구 : : : : 없음없음없음없음

((((54545454) ) ) )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

요약요약요약요약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는,  IGBT가  IGBT의  손실  및  스위칭  시간의  증가를  억제
함으로써  전환될  때  di/dt  및  dv/dt를  억제하고,  IGBT를  포함하는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스위
칭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를  증폭하는  구동수단과,  IGBT의  게이트  전압을  검출하는  수단과,  구동수
단의  턴온(오프)시의  출력전압을  시간경과에  따라서  서서히  하강(상승)시키는  전력하강(상승)수단
과,  출력전압을  서서히  상승(하강)시키는  전력상승(하강)수단을  설치하며,  IGBT의  게이트  전압의 
검출값에  따라서  전력하강(상승)수단에서  전력상승(하강)수단으로의  전환을  행함으로써,  IGBT의 
턴온(오프)시 di/dt 및 dv/dt를 억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대표도대표도대표도

도도도도1111

색인어색인어색인어색인어

전력상승수단, 전력하강수단, 게이트 구동회로, 스위칭 소자, 구동수단

명세서명세서명세서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전압 구동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101)의 기능 구성도,

도 2는 도 1에 나타낸 본 발명의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턴온 동작 파형,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턴오프 동작 파형,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전압  구동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101)의  기능  구성
도,

도 5는 도 1에 나타낸 전압 구동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101)의 실시예의 구체적 회로 구성도,

도 6은 도 5에 나타낸 구체적 회로의 변형예,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전압 구동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의 기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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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전압 구동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의 출력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회로 및 동작 파형,

도 9는 본 발명의 IGBT를 이용한 전압 인버터의 회로도,

도 10은 리프 전압을 억제하는 스너버 회로예,

도 11은 IGBT의 dv/dt의 온도 의존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도 5에 나타낸 실시예의 변형예,

도 13은 도 6에 나타낸 구체적 회로의 변형예.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게이트 구동회로 102: IGBT 모듈

103: 비교기 104: 게이트 전압 검출기

105: 전력상승수단 106: 전력하강수단

107: 구동수단 108: 기준전압 설정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FET 또는 IGBT 등의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에 관한 것이다.

도  9는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를  이용한  전압형  인버터의  일반적인  회로구성을 
나타낸다.  상하  직렬의  3개의  아암(arm)을  구성하는  IGBT를  교대로,  온,  오프시킴으로써,  DC  전원 
E로부터  부하의  모터에  AC  전력을  공급한다.  동일  도면에서,  Ls는  주회로배선의  부유 
인덕턴스(stray  inductance)를  나타낸다.  최근  인버터의  실장  기술이  진보하여,  종래  1μH에  가까
운  Ls이  150nH보다  적은  값으로  감소될  수  있다.  그  결과,  부유  인덕턴스  Ls에  축적된  에너지가 
작게  되기  때문에,  스위칭시의  리프  전압(leap  voltage)을  억제하기  위한  스너버회로(예컨대,  도 
10)가 불필요해져 주회로의 간소화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주회로배선의  부유  인덕턴스  Ls는  턴온(ON)시의  di/dt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스너버회
로(예컨대  도10)도  턴오프(OFF)시의  dv/dt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회로의  간소화로  인
해 IGBT의 스위칭시에 고(high) di/dt 및 고 dv/dt가 발생된다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인버터회로의  스위칭  동작의  고  di/dt화  및  고  dv/dt화는,  주변장치의  오동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부하의  모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차량용의  인버터에서는,  부하의  모터가  인버
터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모터  배선에서는,  인덕턴스  Ls'외에도,  도  9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유  용량  Cs'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인버터의  dv/dt가  증가
함에  따라,  부하의  모터의  임피던스가  커져  보이기  때문에,  Ls'와  Cs'에  의한  공진이  발생한다. 
그  결과,  모터에는  인버터의  출력전압의  2배에  가까운  전압이  인가되어,  모터의  절연파괴  등의  고
장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IGBT의  스위칭시의  di/dt  및  dv/dt의  억제
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인  IGBT의  턴온,  턴오프의  스위칭  속도는  그  게이트  구동방법에  의해,  예
컨대  게이트  저항을  크게  함으로써,  또  IGBT의  게이트  용량의  충전  시정수를  길게  함으로써  억제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서는  스위칭  시간이  길게  되고,  또  IGBT에 
의한  손실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IGBT의  스위칭의  타이밍에  따라서  게이트  구동회로의  게이
트  저항을  전환하는  개량이  제안되어  있다(일본  특개평  1-183214호,  일본  특개평  3-93457호,  일본 
특개평  6-291631호,  일본  특개평  8-322240호,  일본  특개평  10-150764호,  USP  5,936,387,  USP 
5,808,504 등).

또한,  Instute  Magazine  of  Electrical  Engineers  of  Japan,  EDD-94-44,  SPC-97-71,  pages  13-18 
및  일본  특개평  8-186976호는  di/dt를  검출하여  게이트  구동회로의  게이트  저항을  전환함으로써 
di/dt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개시한다.

그러나,  게이트  저항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di/dt  및  dv/dt의  가변범위를  넓히고자  할  때,  저항과 
그 범위를 전환하기 위한 스위치가 많이 요구되어, 그 전환의 제어도 복잡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과제는,  IGBT  등의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  시간  또는  손실의  증가를  억제하
면서, 스위칭시의 di/dt 및 dv/dt를 억제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턴온시에,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  동작
을  제어하는  신호를  증폭하는  구동수단과,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동작상태(주전압  또는  주전
류  또는  게이트전압)를  검출하는  수단과,  구동수단의  턴온시의  출력전력을  시간경과에  따라  서서
히  하강시키는  전력하강수단과,  출력전력을  서서히  상승시키는  전력상승수단을  설치하고,  전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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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  스위칭  소자의  동작상태의  검출값에  따라서  전력하강수단에서  전력상승수단으로의  전환을  행
함으로써,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턴온시의 di/dt의 억제량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는,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턴오프시에,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스
위칭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를  증폭하는  구동수단과,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동작상태(주전압 
또는  주전류  또는  게이트전압)를  검출하는  수단과,  구동수단의  턴온시의  출력전력을  시간경과에 
따라서  서서히  하강시키는  전력  하강수단과,  출력전력을  서서히  상승시키는  전력상승수단을  설치
하고,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동작상태의  검출값에  따라서  전력하강수단에서  전력상승수단으로
의 전환을 행함으로써,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턴오프시의 di/dt의 억제량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를  증폭하는  구동수
단과,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동작상태(주전압  또는  주전류  또는  게이트전압)를  검출하는  수단
과,  구동수단의  턴온  또는  턴오프시의  출력전력을  시간경과에  따라  서서히  하강  또는  상승시키는 
수단과,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온도를  검출하는  검출수단과,  온도  검출량을  전압으로  변환하
는  수단을  설치하고,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동작상태(주전압  또는  주전류  또는  게이트전압)의 
검출값과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온도  검출량에  따라서,  구동수단의  전력하강수단에서  전력상
승수단으로의  전환  타이밍  또는  전력상승수단으로부터  전력하강수단으로의  전환  타이밍을  변경함
으로써,  그리고  전력상승기간을  전력하강기간보다  짧게  하도록  제어함으로써,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턴온 또는 턴오프시의 di/dt의 억제량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전력상승수단  및  전력하강수단을,  저항,  콘덴서  및  스위칭  소자의  병렬  또
는 직렬배치와 같은 간단한 구성으로 실현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IGBT의  게이트  구동회로(101)의  기능  구성도이다.  게이트  구
동회로(101)가  접속되어  있는  IGBT  모듈(102)은,  예컨대  도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력  변환기를 
구성하는  한  개의  소자이다.  IGBT의  온,  오프를  제어하는  신호를  증폭하는  구동수단(107)의  출력
은  IGBT의  게이트와  에미터  사이에  접속되고,  그  출력전력을  과도적으로  변경하는 
전력상승수단(105)과  전력하강수단(106)은  구동수단(107)에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전력하강수단
에서  전력상승수단으로의  전환은,  IGBT의  동작상태(콜렉터  전압  또는  콜렉터  전류  또는  게이트  전
압)에  따라  행해진다.  이  경우에,  이  전환은  기준전압  설정수단(108)에  의해  설정된  게이트  전압
이  기준전압보다  클  때  행해진다.  이하,  IGBT의  동작  파형을  사용하면서  게이트  구동회로(101)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동일  도면에서,  참조번호  103은  비교기를  나타내고,  참조번호  104는 
게이트 전압 검출기를 나타낸다.

도  2는  IGBT의  턴온의  동작  파형예를  나타내고,  도  3은  IGBT의  턴오프의  동작  파형예를  나타낸다. 
도  2a  및  도  3a는  본  발명의 전력상승수단 및 전력하강수단을 사용한 예를 나타내고, 도 2b  및 도 
3b는  간단히  게이트  저항을  크게  하여  di/dt  및  dv/dt를  억제한  종래예를  나타낸다.  제어장치로부
터의  신호에  의해,  구동수단의  출력전압이  부(-)에서  정(+)으로,  또는  정(+)에서  부(-)로  변경될 
때,  IGBT의  스위칭  동작이  행해진다.  그러나,  다음에는  턴온  동작의  도  2a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도면  중에는  게이트  구동수단의  출력능력이라고  불려지는  파형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이하
의 이유 때문이다.

도  8a  내지  도  8d에서는,  IGBT의  게이트  구동회로(101)와  동작  파형예를  나타낸다.  R1은  온  게이
트  전류의  제한저항,  R2는  오프  게이트  전류의  제한저항이다.  턴온시,  Q1은  온  상태를  나타내고, 
Q2는  오프  상태를  나타내며,  E1은  R1  및  Q1을  통해  IGBT  게이트와  에미터  사이에  인가된다.  턴오
프시,  Q1은  오프  상태를  나타내고,  Q2는  온  상태를  나타내며,  E2는  R2  및  Q2를  통해  IGBT  게이트
와  에미터  사이에  인가된다.  전압  구동소자의  게이트  구동수단의  부하는,  도  8a에  점선으로  나타
낸 바와 같이 콜렉터 피드백 용량 Cgc와  게이트 용량 Cgc를  갖는 용량 부하이다.  이  때문에,  IGBT 
게이트와  에미터를  접속한  상태에서,  본  발명의  게이트  구동수단을  설명할  때,  이  표현방법에는 
쉽게 혼동될 것  같은  부분이 있다.  예컨대,  도  8c는  온  게이트 저항 R1을  시간적으로 변경한 경우
와 구동전력을 시간적으로 변경한 경우의 게이트 전류 Iout와 게이트 전압 Vout를 나타낸다.

그러나,  게이트 전류에 있어서 도  8c  및  도  8d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게이트 구동수단의 조건이 어
떻게  변경되는가는  쉽게  알  수  없다.  따라서,  게이트  구동수단의  출력전력이  일정하더라도,  게이
트  전류  Iout가  연속적으로  하강하는  기간이  있다.  이  이유는  용량부하가  게이트  구동수단에  접속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전력하강수단으로부터  이  점을  구별하기  위해,  부하저항  R이  도 
8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속되고,  부하저항  R에  가해진  전압은  게이트  구동수단의  출력전력(출력
능력)으로서  표현된다.  이  경우의  부하저항  R의  전압은  온  저항  R1  또는  오프 저항 R2와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부하저항  R의  값은  한정되지  않지만,  R1  또는  R2와  동등의  값을  선택함으
로써, 게이트 구동수단의 능력변화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

도  2b의  종래  예의  경우에서는,  정(+)의  일정전압이  출력되지만,  도  2a에  나타낸  본  발명의  경우
에서는,  일단  정(+)의  전압이  출력된  후에  출력전압이  시간과  동시에  서서히  하강하여,  다시  상승
한다는  점이  다르다.  IGBT의  턴온시의  di/dt는,  게이트  전압의  상승  속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고,  도  2b의  경우는  게이트  저항을  크게  하여  게이트  전압의  상승  속도를  느리게  한  경우와 
동등하다.  이  경우,  콜렉터  전류의  상승이  억제되지만,  턴온  시간(T1)이  길어지고,  턴온  후의  A 
부분의  콜렉터  전압의  하강이  지연되기  때문에,  lGBT의  스위칭  손실이  커진다고  하는  결점이  있
다.  본  발명의  도  2a의  경우에는,  턴온의  최초에  정(+)의  큰  전압이  출력되고,  시간과  동시에  전
압이  서서히  하강하며,  다시  T2후에  시간과  동시에  전압이  상승하고,  T3후에는  전압이  최초의  전
압으로  되돌아간다.  최초의  큰  출력전압은  IGBT의  게이트  전압의  상승  속도를  빠르게  하여,  턴온 
시간(T1)의  단축의  역할을  한다.  IGBT의  게이트  전압이  한계치에  도달할  때에는,  출력전압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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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도  2b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di/dt가  억제된다.  게다가,  IGBT의  게이트  전압이  한계치보
다  크면,  다시  출력전압이  증가되어,  게이트  전압이  빨리  상승하고,  또  도  2a의  A  부분의  콜렉터 
전압이 빨리 하강하여, 스위칭 손실이 감소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1  특징은,  IGBT의  턴온시 처음에 정(+)의  큰  전압을 출력하여 시
간과  동시에  서서히  전압을  저하시키고,  IGBT의  동작상태(이  경우는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다시 
전압을  상승시키며,  또  스위칭  시간의  단축과  턴온  손실의  감소를  꾀하면서,  IGBT의  스위칭  속도
의  소프트화를  실현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종래기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IGBT의  스위칭  속도를  소프트화한  경우의  턴온  및  턴오프  시간을  단축하여,  스위칭  손실을  감소시
키는  방법으로서,  게이트  저항을  전환하는  방법(일본  특개평  1-183214호,  일본  특개평  3-93457호, 
일본  특개평  6-291631호  등)이  제안되어  있다.  게이트  저항을  전환한  경우의  구동수단의  출력전압
은 도 2a  및  도  3a에  점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으므로, 부분적으로 본 발명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하의  이유  때문에  제어의  용이함,  효과  및  구성에는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IGBT의  스위칭  속도의  소프트화는,  본질적으로  스위칭  손실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위칭  속도의  소프트화는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한다.  일본  특개평  6-291631호,  일본  특개평  8-
322240호,  일본  특개평  10-150764호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IGBT의  di/dt  및  dv/dt가  전류공급시 
전원전압  및  온도에  의해서도  변경되지만,  게이트  저항을  전환하는  방법에  의해  제어된  di/dt  및 
dv/dt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많은  게이트  저항과  전환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게이트  저항을  전
환하는  방법에서는,  IGBT의  di/dt  및  dv/dt를  억제한  후에,  게이트  저항이  본  발명의  전압  상승기
간  T3(도  2a,  도  3a  참조)의  기간  동안에  작은  게이트  저항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그  타이밍이 
빠르면,  di/dt  및  dv/dt가  도중에  갑자기  증가하고,  타이밍이  너무  늦으면,  스위칭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게이트 저항을 전환하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본  발명에서는,  턴온시의  최초에  정(+)의  큰  전압을  출력하여,  그것을  시간과  동시에  변경하는  전
력하강수단과  전력상승수단이  설치되어  있다.  전압을  서서히  하강시키는  전력하강수단은  게이트 
저항을  전환하는  방법의  경우에,  게이트  저항을  연속적으로  큰  저항으로  전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전력하강수단의  동작기간  T2  후에  다시  시간과  동시에  전압을  상승시키는  전력상승수단은,  게이트 
저항을  연속적으로  작은  저항으로  전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즉,  전력하강수단의  동작기간  T2를  짧
게  하고,  전력상승수단의  동작기간  T3을  길게  하는  것은  게이트  저항을  작게  하는  것에  해당하고, 
동작기간  T2를  길게  하고,  동작기간  T3을  짧게  하는  것은  게이트  저항을  크게  하는  것에  해당한
다.  이와  같이  등가적으로  게이트  저항을  연속적으로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전력
하강수단에서  전력상승수단으로  전환하는  타이밍을  제어함으로써,  di/dt  및  dv/dt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의  실험에  사용한  3.3  kV와  1200A의  IGBT의  경우에는,  주회
로의  인덕턴스의  약  100  nH에서  그리고  전원전압  2kV에서  IGBT를  턴온시키면,  게이트  구동수단의 
출력에서  IGBT의  주전류의  흐름의  시작까지의  턴온  시간  지연  Td은  약  1.5㎲이고,  주전류의  시작
에서의  di/dt는  약  6,000  A/㎲이다.  이  경우에,  주전류의  1200A까지  상승할  때까지  동작기간  T는 
다음과 같다.

T = 정격전류(1200A)/억제된 di/dt(6000 A/㎲)=0.2㎲

이  경우에,  T1=약  1.7㎲.  그러한  경우에,  상기  전력상승수단의  상승기간  T3을  0.2㎲이상으로  설정
하면,  전력하강수단의 하강기간 T2는  Td  +  T  =  1.5㎲  +  0.2㎲와  같기  때문에,  di/dt는  T2  =  Td  + 
T - T3의 범위 내에서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3  =  Td  +  T이면,  T2가  0으로  되어,  전력하강수단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
된다.  사실상,  게이트  구동수단의  출력에서  IGBT의  주전류의  흐름의  시작까지의  턴온  시간  지연 
Td에  대하여,  주전류의  상승기간  T가  짧기  때문에,  T2  >  T3의  관계로 di/dt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연속적으로  하강하는  전력하강수단과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전력상승수단을  결합하여  하강에서  상승까지의  동작점  T2를  변경함으로써,  di/dt를  변경할  수  있
다.  이것은,  di/dt의  억제량이  스위칭  동작점  T2의  약간의  이동으로  갑자기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
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최대  특징은,  전력하강수단과  전력상승수단이  등가적으로  게이트  저
항을  연속적으로  변경하도록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전력하강수단의  부분(T2)을 
종래의  게이트  저항을  전환하는  방법으로서  사용하고,  또  본  발명의  전력상승수단(기간  T3에  대
응)을  결합한  경우에  있어서도,  양자를  전환하는  타이밍(기간  T2에  대응)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di/dt  및  dv/dt가  급격히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전력상
승수단의  동작점을  변경함으로써  di/dt  및  dv/dt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조건(전원전압, 
콜렉터  전류,  온도  등)이  변경된  경우의  di/dt  및  dv/dt의  제어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본  발명의  상기  실시예에서는,  IGBT의  턴온  동작을  대표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도  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턴오프  동작에  관해서도  턴온  동작과  같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다.  전압구동소자의 
경우에는,  그  한계치를  경계로  하여  온,  오프동작이  행해지고,  게이트  전압의  정(+)방향에서  제어
되지만,  부(-)의  방향에서  제어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는  차이가  있다.  턴오프  동작의  상세한  설
명은  생략하지만,  턴오프  동작에서  설명되지  않은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적인  동작에  대해서는 
다음에 턴오프 동작을 이용하여 설명할 것이다.

도  3a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내고,  도  3b는  게이트  저항을  상승시켜  dv/dt를  억제하는  경우의 
IGBT의  종래의  동작  파형예를  나타낸다.  2개의  콜렉터  전압  파형을  비교하면,  도  3a에  나타낸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전압  상승  경사가  거의  일정하지만,  도  3b의  경우에는,  그  전압  상승 
경사가  처음에서는  경미하다가  서서히  경사가  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  8a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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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으로  접속된  IGBT에서의  피드백  용량  Cgc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턴오프시에  콜렉터  전압이 
상승하여  게이트  전류의  일부를  거절함에  따라  피드백  용량  Cgc를  통한  전류는  게이트로부터  에미
터측으로  흘러,  턴오프  동작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한다.  턴온시,  이것은  콜렉터  전압이  저하하여 
턴온  동작을  지연시킴에  따라  콜렉터측으로  콜렉터  전류의  일부를  흘리는  기능을  한다.  콜렉터  전
압이  증가함에  따라  콜렉터  전압이  낮아서  2디지트  이상씩  작게  되는  경우에  피드백  용량  Cgc이 
크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큰  게이트  전류에서  IGBT가  동작하는  경우에는,  피드백  용량을  통해  흐
르는  전류의  비율이  작지만,  게이트  전류가  dv/dt를  억제하도록  작게  되는  경우에는,  피드백  용량
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비율이  커진다.  그  결과,  도  3b의  경우에는,  콜렉터 전압이 낮은 위치에
서 전압이 서서히 증가한다.

한편,  본  발명의  도  3a의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구동능력이  전력하강수단에  의해 
연속적으로  변경되고,  콜렉터  전압이  높은  위치에서보다는  콜렉터  전압이  낮은  위치에서  더  큰  게
이트 전류가 공급되기 때문에, 콜렉터 전압의 상승은 거의 균일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콜렉터  전압의  상승이  거의  균등하게  되어  불필요한  낮은 
dv/dt의  영역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dv/dt를  억제하는  경우에  IGBT의  손실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IGBT의  게이트  구동회로(101)의  기능  구성도이다.  온도
를  검출하는  센서(402)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과,  센서의  출력을  전압  변환수단(401)에  의해  전압 
변환하여  기준전압의  제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도  1과  다르다.  상술한  바와  같이,  IGBT 
모듈(102)의  IGBT의  스위칭시의  di/dt  및  dv/dt는  전력공급시의  전원전압,  전류  및  온도  등에  의
해서  변화한다.  예컨대,  IGBT의  동작온도에  의존하여,  턴오프시의  dv/dt가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변경된다.  이것은  온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곳에서  게이트  조건을  설정하
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dv/dt가 필요이상으로 억제되어, 턴온 손실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  실시예에  의하면,  온도센서의  출력으로  기준전압을  제어함으로써,  전력하강수단(106)의  동작기
간  T5에서  전력상승수단(105)의  동작기간  T6으로  전환하는  타이밍을  변경한다.  즉,  온도가  낮을 
때는,  전력하강수단(106)의  동작기간  T5를  길게  하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동작기간  T5를 
짧게  한다.  동작온도가  높아질  때의  턴오프  손실의  감소는  턴오프시의  dv/dt를  균등화함으로써  실
현된다.  또,  여기서는  di/dt  및  dv/dt의  온도  의존성을  이용한  실시예에  대해서  개시한다.  그러
나,  di/dt  및  dv/dt가  물리량(예컨대  전원전압,  콜렉터  전류)에  의존하면,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제어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게이트  구동회로(101)의  실시예이다.  IGBT을  포함하
는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상보적으로  접속된 
Q1  및  Q2와  게이트  저항  R1  및  R2가  직렬로  접속되고,  더욱  2세트의  전력상승  및  하강수단(501, 
502)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전력상승  및  하강수단(501,  502)은  각각  콘덴서  C1,  C2,  저항  R3, 
R4  및  스위치  Q3,  Q4의  병렬  접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위치 Q3,  Q4의  게이트는 게이트 전압검출
수단(503)의  비교기  1  및  2의  출력에  접속되어  있고,  비교기  1  및  2의  동작은  기준전압 
설정수단(108-1,  108-2)으로부터  각각  기준전압과  게이트  전압을  비교함으로써  제어된다.  턴온  동
작은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Ql  및  Q3이  오프  상태,  Q2  및  Q4가  온  상태에  있을  때,  Q1  및  Q3이 
오프  상태로  변경되고,  Q1이  온  상태로  변경되면,  전원  E1,  (C-1,  R3),  R1,  Q1  및  IGBT의  게이트 
에미터의  경로를  통해서  게이트  전류가  흐른다.  이때,  게이트  전류는  C1과  R3과  병렬로  흐른다. 
그러나,  IGBT의  게이트  용량이  거의  전원  E2에  역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  E1,  전원  E2  및  R1
에  의존하는  큰  게이트  전류가  C1을  통해서  흐른다.  곧  콘덴서  C1의  충전이  진행하고,  전원  E1과 
R1 및 R3에 의존하는 전류가 제한되어, 이것은 본 발명의 전력하강수단의 역할을 한다.

다음에,  게이트  전압이  상승하여,  비교기  1의  기준전압을  넘으면,  Q3이  온한다.  Q3이  온하면,  게
이트  전류의  경로는  전원  E1,  Q3,  R1,  Q1,  IGBT의  게이트  에미터의  경로로  변경되기  때문에,  본 
발명은  게이트  전류를  증대하여  게이트  전압을  급상승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Q3이  온하기 
직전의  C1은  도  5에  나타낸  극성으로  충전되어  있고,  Q3이  온한  직후에는,  C1에  축적된 전하가 방
전된다.  이  경우의  방전은  C1의  용량과  C3의  온  저항의  시정수에  의해서  행해져,  이것은  콘덴서 
C1의  방전에  대응하여  본  발명의  전력상승수단의  역할을  한다.  턴오프시의  동작은  턴온시의  동작
과  반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Q4,  R4  및  C2가  턴오프시의  전력하강수단  및  전력상
승수단의 역할을 하므로, 본 발명은 간단한 회로구성으로 실현된다.

또,  콘덴서  C1,  C2는  스위칭  시간  T1,  T4를  단축하기  위해  사용된다.  턴온  전에,  IGBT의  게이트 
용량  Cge는  마이너스  E2에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IGBT의  게이트  한계치  전압  Vth까지  충
전하는 전하는 다음과 같다.

턴오프시, E1에서 게이트 한계치 전압 Vth로의 방전 전하는 다음과 같다.

턴온시의  전력하강기간  T2와  턴오프시의  전력하강기간  T5  동안에  C1,  C2에  축적된  전하가  Qon, 
Qoff의  전하와  거의  같게  되면,  스위칭  시간은  대폭  단축된다.  그러나,  게이트  전압의  하강  또는 
상승이  완만해져,  IGBT의  스위칭시의  di/dt  및  dv/dt의  억제범위가  좁아진다.  수학식  1과  수학식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Qon  및  Qoff  자체가  게이트  회로의  전압에  의해서  변화하지만,  우리의  실
험에  사용한  E1=  15V  및  E2=10V의  IGBT의  표준이라고 생각되는 게이트 회로 조건하에,  C1  및  C2의 
용량을  IGBT의  게이트  용량  Cge의  1∼5배  정도로  설정하면,  스위칭  시간  단축과  di/dt  및  dv/dt의 
억제의 양자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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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IGBT의  게이트  구동회로의  다른  실시예이다.  도  5에  나타낸 
전력상승  및  하강수단(501,  502)과  도  6에  나타낸  전력상승  및  하강수단(501,  502)의  차이점은, 
저항  R5,  R6이  스위치  Q3,  Q4와  직렬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스위치  Q3,  Q4의  온  저항은  그 
베이스  입력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저항  R5,  R6을  추가함으로써  C1의  방전  시정수
를 크게 하여 전력상승기간 T3을 변경한 예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IGBT의  게이트  구동회로의  또  다른  실시예이다.  도  6과의 
차이점은 R51이  R3  및  C1과  직렬로 설치되어 있고,  R6이  R4  및  C2와  직렬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다.  스위치  Q3  및  Q4가  턴온하면,  턴온시의  게이트 저항은 R1  및  R5이고,  턴오프시의 게이트 저항
은  R2  및  R6이다.  R5  및  R6이  증가되면,  R1  및  R2는  그것에  대응하여  감소된다.  그러나,  도  6에 
나타낸 경우에 있어서,  R1  및  R2가  감소되면,  R3  및  C1,  또  R4  및  C2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연
쇄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회로설계가  복잡하게  된다.  도  13에  나타낸  실시예에  있어서,  R5  및 
R6과  동등한 저항 R51  및  R61은  R3  및  C1,  또  R4  및  C2에  직렬로 접속되고,  R3  및  C1,  또  R4  및 
C2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변경되지 않게 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IGBT의  게이트  구동회로의  또  다른  실시예이다.  도  6에  나
타낸  전력상승수단  및  전력하강수단과의  차이점은,  스위치  Q3,  Q4의  베이스  전류의  변화를  이용하
고  있다는  점이다.  스위치  Q1이  턴온하면,  전원전압  E1이  R3,  R1  및  IGBT의  게이트의 경로로 인가
된다.  그래서,  R3에  인가된 전압에 의해,  Q3의  베이스 전류 ib1은  Q3  에미터,  베이스,  C1  및  R5의 
경로로  흐르고,  Q3은  온한다.  그러나,  Q3이  온하면,  Q3에  인가된  전압이  저하하여  베이스  전류 
ib1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C3의  충전  전류와  Q3의  hfe에  의해  결정된  전류가  흘러,  이것은 
전력하강수단의  역할을  한다.  다음에,  베이스  전류가  R7을  통해  흘러  Q3이  온하면,  C3을  전원으로
서  이용하여  ib2가  흐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R1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여,  이것
은  전력상승수단의  역할을  한다.  이  경우의  전력하강기간  T2  및  전력상승기간 T3이  C3  및  R5에  의
해서 변경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콘덴서 C1은   Q3과  병렬로 설치
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IGBT의  게이트  구동회로의  또  다른  실시예의  기능  구성도이
다.  도  1의  실시예에서는,  전력상승수단(105)  및  전력하강수단(106)이  구동수단에  직렬로  접속되
어  있다.  그러나,  이  실시예에서는,  전력상승  및  하강수단(501,  502)이  구동수단(107)에  병렬로 
접속된다.  전력상승  및  하강수단(501,  502)으로  구동수단으로부터의  출력을  바이패스함으로써,  출
력전력의  하강  및  상승을  실현한다.  그  동작은  도  1에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
략한다.

이상,  본  발명은  IGBT  또는  FET의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시의  di/dt  및  dv/dt의  억제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또한,  본  발명의  게이트  구동회로는  전력  변환기의  부하  단락  또는  아암  단락
에  의해  발생된  과전류로부터의  보호에도  유효하다.  즉,  게이트  구동회로는,  센서의  출력으로  기
준전압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또  온도센서와  과전류센서를  서로  병렬로  설치함으로써  기준전압
의  상승  및  하강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예컨대,  턴온시에  과전류를  검출한  경우
에,  비교기의  기준  전압을  상승시켜,  게이트  전압의  하강수단에서  상승수단으로의  전환을  피하고, 
또  전력  변환기의  부하  단락  또는  아암  단락에  의해  발생된  과전류를  그  이상  크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응용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전압구동형  스위칭소자를  사용한  인버터의 
회로동작의  고  di/dt화,  고  dv/dt화로  인해,  주변장치의  오동작의  요인  뿐만  아니라,  부하의  모터
의 절연파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57575757) ) ) ) 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1 1 1 1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를  증폭하는  구동수단과,  상기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동작  상태를  검출하는  수단과,  상기  구동수단의  턴온  및  턴오프시의  출력  전력을 
시간경과에  따라서  서서히  하강시키는  전력하강수단과,  상기  출력  전력을  시간경과에  따라서  서서
히  상승시키는  전력상승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  구동
회로.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2 2 2 2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를  증폭하는  구동수단과,  상기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동작  상태를  검출하는  수단과,  상기  구동수단의  턴온  또는  턴오프시의  출력  전력을 
시간경과에  따라서  서서히  하강시키는  전력변경수단과,  상기  출력전력을  시간경과에  따라서  서서
히  상승시키는  전력상승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  구동
회로.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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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하강수단의  전력하강  동작시간  T2는  상기  전력상승수단의  전력상승  동작시간  T3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4 4 4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구동회로는  상기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온도를  검출하는  수단과  상기  검출량을 
전압으로  변환하는  수단을  갖고,  상기  구동수단의  상기  출력  전력을  시간경과에  따라서  하강시키
는  상기  전력하강수단을,  상기  온도  검출량에  따라서  상기  전력상승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5 5 5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수단의  출력  전력을  시간경과에  따라서  하강  및  상승시키는  상기  전력하강수단  및  상기 
전력상승수단의  어느  것이든  또는  양자가  병렬로  설치된  콘덴서와  스위칭  소자를  구비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6 6 6 6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수단의  출력  전력을  시간경과에  따라서  하강  및  상승시키는  상기  전력하강수단  및  상기 
전력상승수단의  어느  것이든  또는  양자가,  병렬  또는  직렬 및  병렬로 설치된 저항,  콘덴서,  및  스
위칭 소자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7 7 7 7 

제 5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하강수단  또는  상기  전력상승수단에  의해  사용된  콘덴서  용량이,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
자의 게이트 용량의 1∼5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 구동회로.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8 8 8 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기재된  상기  게이트  구동회로에  의해  구동된  복수의  전압구동형  스위칭 
소자를 이용하여 구성된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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