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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전력 전자 분야의 시장 및 기술 트렌드

최근 전력 디바이스의 향상된 성능 덕분에 더 높은 주파수와 더 컴팩트한 스위칭 전원 공급기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초접합 
MOSFET 또는 GaN FET와 같이 주목 받는 새로운 디바이스는 머지않아 실리콘 MOSFET 또는 IGBT와 같은 전통적인 
디바이스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백 kHz에서부터 1 MHz 이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스위칭 
전원 공급기의 개발이 완료되어 혁신적인 전력 디바이스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수 작동으로 자성 구성요소의 크기가 줄어들어 전력 회로 비용을 절감하게 되면서, 더 작고 가벼운 회로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고주파수 스위칭으로 인해 전력 디바이스 손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위칭 전원 공급기에서 주요 전력 
손실은 전력 반도체 디바이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 전자 회로를 설계할 때는 최적의 저전력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 1. 전력 디바이스에서 손실은 총 회로 전력 손실의 주요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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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동 손실과 스위칭 손실 증가

최적의 전력 디바이스 선택을 위해 필요한 평가

전력 전자 회로에 적합한 전력 디바이스를 선택하려면 많은 파라미터의 자세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차단 전압, 
누설 전류 및 열적 특성은 신뢰성 관점에서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화 전압, 임계 전압, 트랜스-컨덕턴스 및 
피크 전류는 작동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전력 손실 최소화는 효율적인 전력 전자 회로의 전체 설계에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전력 디바이스 손실은 주로 3가지 요소, 즉 전력 디바이스를 구동할 때 발생하는 구동 손실, 디바이스를 켜거나 
끌 때 발생하는 스위칭 손실, 그리고 디바이스가 켜져 있는 동안 발생하는 유도 손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그림 1 참조). 
유도 손실은 10 kHz 미만의 스위칭 주파수에서 발생합니다. 스위칭 주파수가 증가하면 구동 손실과 스위칭 
손실이 발생합니다(그림 2 참조). 3가지 전력 손실은 고유 디바이스 파라미터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동 손실은 게이트 전하(Qg)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위칭 손실은 게이트 저항(Rg)과 디바이스 기생 
커패시턴스(또는 게이터 전하 특성)로 계산할 수 있는 반면, 유도 손실은 온저항(Ron)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손실 평가에는 이런 파라미터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테스트 장비가 필요합니다. 디바이스 기생 
커패시턴스는 입력 커패시턴스(Ciss), 출력 커패시턴스(Coss) 및 역방향 전송 커패시턴스(Crss)로 나뉩니다.

온저항과 디바이스 기생 커패시턴스 사이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전력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력 전자 회로의 설계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게이트 전하는 전력 디바이스를 완전히 켜기 위해 필요한 전하의 
총량입니다. 또한 게이트 전하는 디바이스 입력 커패시턴스의 비선형 특성(Ciss = Cgs + Cgd)을 표현하는 
파라미터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온저항과 디바이스 기생 커패시턴스는 Qg와 Ron의 곱으로 계산하는 
FOM(Figure Of Merit)이 작은 높은 스위칭 주파수 전력 디바이스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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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Qg 커브의 이론적 이해

그림 3. 게이트 전하로 인한 구동 손실

게이트 전하란?

게이트 전하는 전력 디바이스를 켜기 위한 전하의 총량입니다. 다시 말해 게이트 전하는 디바이스가 ON 상태로 
전환될 때 게이트 터미널로 흐르는 전류의 시간 적분입니다. 그 다음에 구동 손실은 게이트 전하, 게이트 전압 및 
주파수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그림 4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게이트 전하 특성은 기울기가 다른 3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되는 연속 커브로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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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전류(Ig)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게이트 전하는 Ig와 시간(t)의 곱입니다. 그 다음에 Qg 커브는 게이트 전압
(Vgs)에서 샘플링 측정을 수행해 얻습니다. Qg 커브의 첫 번째 세그먼트는 디바이스가 꺼져 있는 동안 Ciss_off가 
 Ig를 통해 충전되는 Vgs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Vgs = (1/Ciss_off)*Qg로 표현됩니다. 일반적으로 
Cgs는 Crss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Vgs = (1/Cgs)*Q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 게이트 
전하는 Qgs라 부릅니다. Vgs가 임계 전압(Vth)을 초과하면 드레인(또는 콜렉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 Vgs는 드레인 전류가 Id-Vgs 특성에서 정격 전류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합니다. 
디바이스의 상태가 on에서 fully-on으로 변하는 평평한 기울기의 두 번째 세그먼트에서 모든 Ig 전류가 Crss로 
흐르기 때문에 Vgs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림 5는 트랜지스터의 커패시턴스 특성을 보여주며, 그림 5 (d)는 Crss의 전압 의존성을 나타냅니다. Crss의 
변화는 다음의 구분되는 두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Vds> Vgs이면 Crss는 Vds의 감소에 따라 증가합니다. 증가한 Qgd1* 전하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Qgd1=∫0
Vds-Vgs Crss*dV Vds>Vgs, (식 1).

Qgd1은 미러 전하라 부릅니다.

In the Vgs> Vgd 상태에서 Crss는 디바이스 켜짐으로 인해 게이트 아래에 형성되는 채널을 통해 크게 
증가합니다. Qgd2 전하의 증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Qgd2=∫
     

 Ciss_on*dV (식 2).

Ciss_on의 값은 그림 5(c)에 나와 있는 Vgs – Ciss 특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그먼트에서 게이트 
전하는 Qgd라 부릅니다. Qgd의 크기는 Crss의 off 상태와 on 상태에서 드레인(또는 콜렉터) 전압에 따라 
달라집니다.

Qgd=Qgd1+Qgd2 (식 3).

Qgd 값은 디바이스 스위칭 성능을 제한합니다.

마지막 세그먼트에서는 디바이스가 완전히 켜지고 Ciss_on의 충전이 재개됩니다.  
Vgs는 Vgs = (1/Ciss_on)*Qg로 표현됩니다.

그림 5. 비선형 Crss-Vdg 특성을 통한 Qg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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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음수 Vgs부터 Qg 특성

구동 회로의 설계 지점

회로 설계자는 게이트 구동 회로를 설계하고 구동 손실을 계산하는 데 게이트 전하 특성을 활용합니다. 또한 
디바이스 성능, 분산, 예기치 못한 디바이스 켜짐을 고려해 게이트 구동 전압을 설정하고 Qg 커브에서 전하의 
총량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6에 나와 있는 Qg 커브는 Vds=600 V 및 Id=100 A라고 가정합니다. 
게이트가  0 에서 15 V로 구동되면 Qg는 500 nC가 됩니다. 스위칭 주파수가 20 kHz이면 구동 손실은 0.15 W입니다. 
[P(구동 손실) = f * Qg * Vg = 20 k * 500 n * 15]. 또한 100 ns 상승 시간이 예상되면 최소한 5 A[500  
nC/100 ns]의 구동 전류가 필요합니다. 구동 전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스위칭 속도가 지연되어 스위칭 손실이 
증가합니다. 최대 구동 전류는 구동 회로 설계에서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기치 않은 켜짐을 방지하려면 IGBT의 게이트 전압을 음수 값부터 구동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총 Qg 값은 음수와 양수 전압 영역에서 Qg 값의 합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 6에서 게이트 전압의 
범위는 —15 V부터 +15 V이고 400 nC는 0.27 W의 총 구동 손실이 발생하는 Qg에 추가해야 합니다.  
[P(구동 손실) = 20 k * (400 n + 500 n) * 15].

Qg 커브를 디바이스 출력 전압 특성과 조합하면 스위칭 모드 전력 디바이스의 자세한 분석과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Vgs (V)

+15V

–15V

0
400 nC 900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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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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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칭 시간과 게이트 전하 사이의 관계
게이트 전하 특성, 게이트 직렬 저항(Rs) 및 입력 커패시턴스(Ciss)의 1차 transient 응답에 스위칭  
시간 계산은 자주 사용됩니다. Rs는 디바이스 게이트 저항(Rg)과 게이트에 부착된 외부 저항기의 합입니다.

지정된 시간 t에서 게이트 전압 Vgs는 다음과 같이 게이트 구동 전압 VGS를 이용해 표현합니다.

Vgs(t)=VGS{1-e^(-t/(Ciss*Rs))) } (식 4)

따라서 t는 다음과 같습니다. t=(Ciss*Rs)*ln {VGS/(VGS-Vgs)} (식 5)

시간 상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T=(Ciss*Rs) @ 63.2% of VGS (식 6)

Qg = Ciss * Vgs를 식 (5)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Qg/Vgs)*Rs*ln {VGS/(VGS-Vgs)} (식 7)

식 (7)을 이용하면 t1과 t2 사이의 차이가 다음과 같습니다.  
t2-t1=((Qg2-Qg1)/(Vg2-Vg1))*Rs*ln {(VGS-Vg1)/(VGS-Vg2)} (식 8)

디바이스 데이터 시트에 나열된 Td(on), Tr, Tf 및 Td(off)는 해당하는 데이터인 게이트 전압, 드레인 전압,  
드레인 전류 대 Qg를 대입해 식 (8)로 계산합니다. 디바이스 제조업체 어플리케이션 노트는 각 스위칭 시간  
파라미터의 정의를 위해 참조해야 합니다. 

 – 켜짐 지연 시간 Td(on): VGS의 10%부터 VDS의 90%까지 
td(on)=((Qg2-Qg1)/(Vg2-Vg1))*Rs*ln {(VGS-Vg1)/(VGS-Vg2) (식 9)

 – 상승 시간 Tr: VDS의 90%부터 VDS의 10%까지 
tr=((Qg3-Qg2)/(Vg3-Vg2))*Rs*ln {(VGS-Vg2)/(VGS-Vg3) (식 10)

 – 꺼짐 지연 시간 Td(off): VGS의 90%부터 VDS의 90%까지 
td(off)=((Qg6-Qg5)/(Vg6-Vg5))*Rs*ln {Vg6/Vg5 (식 11)

 – 하강 시간 Tf: VD의 10%부터 VDS의 90%까지 
tf=((Qg7-Qg6)/(Vg7-Vg6))*Rs*ln {Vg7/Vg6} (식 12)
 

그림 7. Qg 특성에서 유도된 스위칭 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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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위칭 손실

스위칭 손실과 게이트 전하 사이의 관계
스위칭 전하(Qsw)는 드레인 전압과 드레인 전류가 교차하는 주기에서 총 전하로 정의됩니다. 스위칭 전하는  
식 (1)의 미러 전하(Qgd1)와 거의 비슷합니다. DC-DC 컨버터 설계에는 Qsw에서 유도된 스위칭 손실 계산이 
있습니다.

게이트 전류(ig)와 스위칭 시간(Tsw(on) 또는 Tsw(off))의 곱은 디바이스 켜짐과 꺼짐에서 다음의 스위칭 손실 
계산이 가능한 Qsw입니다. 저항 부하만 있는 경우, Id와 Vds는 중간점을 교차합니다. 유도성 부하의 경우,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다르고 손실 계수가 변경됩니다. 그림 8은 이러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Tsw(on)=Qsw/ig=Rs*Qsw/(VGS-Vgp) (식 13)

Tsw(off)=Qsw/ig=Rs*Qsw/Vgp (식 14)

Psw(inductive)=(1/2)*VDS*ID*(Tsw(on)+Tsw(off))*f (식 15)

Psw(resistive)=(1/4)*VDS*ID*(Tsw(on)+Tsw(off))*f (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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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A)

Vds (V) Id (A)

 (ns)

 (ns)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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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Psw Psw

Psw P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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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전하를 측정하는 문제

Qg 커브를 측정하는 테스트 회로는 종종 디바이스 데이터 시트에 표시됩니다. 그림 9(a)는 정전류 소스가 있는 
회로를 보여주고, 그림 9(b)는 저항 부하가 있는 회로를 나타내며, 그림 9(c)는 유도성 부하가 있는 회로를  
보여줍니다. 그림 9(b)의 경우 전류가 전압 의존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울기 사이의 코너 지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3개의 모든 회로가 간단하더라도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Qg 테스트 환경을 설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 정확한 시간 의존 출력 전압과 전류를 제공하는 안정된 전원 공급기
2. 시간 의존 전류와 전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이트 구동 회로

Qg를 측정하려면 안정된 고성능 전원 공급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0 V에서 120 kW를 공급하려면  
200 A 전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안정된 전원 공급기를 설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Qg 측정 관찰에서 스위칭 transient 응답을 캡처할 때는 펄스형 전력만 필요하므로 대형 커패시터에서 
방출되는 전류는 전원 공급기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의 안전한 제조는 쉽지 않습니다.

Qg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정전류 소스 게이트 구동 회로가 필요합니다. Qg는 정전류와 시간의 곱입니다.  
Qg 커브는 시간에 따른 Vgs 샘플링을 통해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구동 전압 소스의 회전율을 
확실히 제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바이스 스위칭이 너무 빨리 발생해 transient 특성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디바이스 제조업체는 Qg 측정 전용의 동적 테스트 시스템을 보유합니다. 그러나 회로 설계자는 비용과 
크기로 인해 이러한 테스트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는 사무실 환경에서 
Qg를 신속하고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벤치탑 계측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림 9. 게이트 전하 측정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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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새로운 Qg 측정 기술

그림 11. IGBT와 초접합 MOS FET의 게이트 전하 특성

새롭고 혁신적인 Qg 테스트 기술

키사이트는 완전한 Qg 커브(그림 10의 Qg 커브 3)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복합  
커브는 두 가지 Qg 커브에서 유도합니다. 첫 번째 커브(Qg 커브 1)는 고전류 저전압 테스트 계측기로 측정하는  
반면, 두 번째 커브(Qg 커브 2)는 고전압 저전류 테스트 계측기로 측정합니다.

고전류 저전압 계측기는 디바이스가 켜져 있는 동안 Qg 커브를 출력하는 반면, 고전압 저전류 계측기는 디바이스 
Crss 의존성을 표시하는 Qg 커브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고전압과 고전류 디바이스에서 필수인 대형 전원  
공급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키사이트는 정전류 소스 게이트 드라이버가 있는 테스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압과 전류 샘플
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고전류 저전압 및 고전압 저전류 드레인(콜렉터) 공급과 조합해 사용합니다. 이처럼  
고유한 조합을 이용하면 전체 게이트 전하 측정, 스위칭 시간 및 합성 손실 계산이 가능합니다.

표 1은 Ron/Qg/Rg/Crss 특성 측정을 통해 IGBT 및 초접합 MOSFET 특성을 분석한 예를 보여줍니다.  
초접합 MOSFET는 비슷한 조건에서 수행한 측정을 통해 20 kHz의 스위칭 주파수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IGBT에 비해 스위칭 손실 이점이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Vgs (V)

∆V ∆Q = Crss * dV

Qg (nC)0

Qg curve 2
rated current
@ low voltage

Qg curve 3
rated current
@ low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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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혁신적인 Qg 테스트 기술

표 1. IGBT/MOS 스위칭 손실의 비교 표

조건
VDS 480 V

ID 20 A

Vgs 0 ~ 10 V
스위칭 주파수 10k Hz/20 kHz
Ton 듀티 사이클 10 %
게이트 직렬 저항 27 Ω

디바이스 유형
IGBT Super Junction MOS FET

IRG4PC40WPBF FMW20N60S1HF

측정 결과

Qg 63 nC 42 nC

Qgd 36 nC 22 nC

Qsw (=Qgd1) 12.2 nC 10.0 nC

Rg 0.7 Ω 3.5 Ω

Vce_sat/Rds_on 에서 20A 1.95 V 183 mΩ

계산 결과

Td(On) 39 ns 15 ns

Tr 47 ns 28 ns

Tf 28 ns 36 ns

Td(Off) 162 ns 170 ns

P(구동 손실) 6.3 mW 4.2 mW

P(스위칭 손실) @L load 9.0 W/18.1 W 5.8 W/11.5 W

P(유도 손실) 3.9 W 7.3 W
총 전력 손실 12.9 W/22.0 W 13.1 W/18.8 W

키사이트 B1506A를 통한 디바이스 평가

회로 설계용 B1506A 전력 디바이스 분석기는 Qg 커브 테스트 용량이 최대 1500 A/3 kV인 업계 최초의  
벤치탑 계측기입니다. B1506A는 고전류/저전압 소스/샘플링 및 고전압/저전류 소스/샘플링 기능을 조합하고 
민감한 전류 제어의 정교한 게이트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1nC부터 100μC까지  
완전한 Qg 커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IV 특성 외에 B1506A는 Rg, Ciss, Crss, Coss, Cgs, Cds와 같은 디바이스 기생 파라미터도 측정할 수  
있어 두 가지 측면에서 전력 디바이스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스위칭 시간(td, tr, tf), Qg 커브에서 전력 
손실(구동, 스위칭 및 유도) 및 기타 측정 파라미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C에서 +250°C까지 
온도 의존성 특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 B1506A는 광범위한 작동 조건에서 필요한 모든 회로 설계 파라미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표 2. B1506A Qg 커브 측정 범위

측정/제어 파라미터 범위 최소 간격
Qg 1 nC ~ 100 μC 10 pC
Vdd ± 0 V ~ 3000 V 100 μV
Id 한계 ± 1 A ~ 1100 A 2 mA
Ig ± 1 nA ~ 1 A 10 pA
Vg ± 30V 40 μV
On Time 50 μs – 950 μs 2 μs 
Driver Vg for Current Load ± 30 V 40 μ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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