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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용 IGBT Gate Driver Unit 기술 동향 분석 연구

Research on Technical Trends of IGBT Gate Driver Unit for Railway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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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차량의 전원장치는 Fig. 1(a)의 추진제어장치용 전원장치(Propulsion System Power Supply)와 Fig. 1(b)의 보조전원장치

(APU, Auxiliary Power Unit)로 구분이 가능하다[1]. 추진제어장치용 전원장치는 차량의 추진 및 회생제동을 담당하는 부분이

며, 보조전원장치는 공기압축기, 조명기기, 냉난방장치, 표시기장치, 차량제어전원 등의 보조전원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철도차량의 전원장치는 수 백 ~ 수 천 V의 동작 전압을 가지며, 수 백 ~ 수 천 A의 동작 전류를 가진다. 전원장치를 구성함에 있

어 스위칭 소자의 선택은 전원장치의 사양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 스위칭 소자 중에서 철도차량의 전원장치에는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가 활용되고 있다. IGBT의 명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 MOSFET(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의 게이트(gate)를 이용하는 구동 특성과 BJT(Bipolar Junction Transistor)의 동작 특성이 공존하는 소자이다. 

스위칭 소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위칭 동작을 제어하는 회로부가 요구되는데 이를 구동 회로부라 한다. 특히 IGBT와

MOSFET과 같은 소자의 경우 구동 신호가 인가되는 단자인 게이트를 명시하여 게이트 구동 회로(GDU, Gate Driver Unit)라

한다. 게이트 구동 회로는 스위칭 소자의 기본 동작을 제어하며, 단락 상황이나 개방 상황 등 스위칭 소자의 보호 동작을 담당

한다. 따라서 전원장치에서 게이트 구동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회로부의 설계 및 제작은 전원장치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게이트 구동 회로의 특성이나 설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국내문헌은 적

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IGBT의 구동회로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최근까지 개발된 각 제조사의 게이트 구

동 회로의 구조, 사양 등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용 IGBT 게이트 구동 회로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

해 정리하였다.

Abstract Power supply for railway cars can be divided into propulsion system power supply and auxiliary power

units (APU). The propulsion system power supply is for propulsion of railway cars, and regenerative braking; the APU

provides power for the air compressor, lighting, car control and other auxiliary parts. According to high voltage and high

current specifications, generally, an insulated-gate bipolar transistor (IGBT) is adopted for the switching component. For

appropriate switching operation, a gate driver unit (GDU) is essentially required. In this paper, the technical trends of

GDU for railway cars are analyzed and a design consideration for IGBT GDU is described.

Keywords : Gate Driver Unit (GDU),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IGBT), Power conversion system, Railway car

초 록 철도차량용 전원창치는 추진제어용 전원장치와 보조전원장치로 구분된다. 추진제어용 전원장치는 철도차량

의 추진 및 회생제동 등의 동작을 위한 것이며, 보조전원장치는 추진제어용 전원을 제외한 공기압축기, 조명기기, 차

량제어전원 등의 보조전원에 사용되는 것이다. 각 전원장치는 고전압, 고전류 사양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IGBT)를 스위칭 소자로 사용하고 있다. 스위칭 소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위칭 동작

을 구현하기 위한 구동회로(Gate Driver Unit, GDU)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IGBT

용 GDU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철도차량용 IGBT GDU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어 : 게이트 구동 회로, 절연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전원 시스템, 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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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차량용 IGBT 게이트 구동 회로 기술

2.1 게이트 구동 회로 특성

Fig. 2는 IGBT의 turn-on 및 turn-off 스위칭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스위칭 소자의 기본적인 스위칭 특성은 Fig. 3과 같은

clamped inductive load를 기준으로 분석하며, IGBT는 MOSFET의 기본적인 스위칭 특성과 유사하며 각 스위칭 동작은 4~6 단

계로 구분할 수 있다[2]. 

IGBT 게이트 구동 회로의 기본 동작 원리는 간단히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Turn-on를 위해서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을

게이트에 인가해주고, turn-off를 위해서는 문턱 전압 이하의 전압을 게이트에 인가해주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turn-on 시에는

15V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며, turn-off 시에는 0V의 전압을 인가하는데 음전압을 인가하기도 한다[2]. Fig. 4는 철도차량에 적

용되는 IGBT 게이트 구동 회로의 기본구조를 나타낸다[4]. 철도차량에는 대부분 제어 보드(Control Board)로부터 생성된 게이

트 구동 신호를 광통신을 통해 게이트 구동 회로(Gate Driver)에 전달한다. 광통신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까지

구동 신호의 전달이 필요하며 외부 간섭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Fig. 4에서 POF(Plastic Optical Fiber)로 표시된

부분이 광통신에 해당한다. 게이트 구동 회로 내부에는 IGBT의 스위칭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logic 회로와 보호 동작을 위한

기능 블록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Fig. 4에서 Driver로 표시된 부분은 IGBT 구동 시 필요한 전류를 증폭해주는 역할을 하며,

Rg는 게이트 저항 성분으로서 turn-on과 turn-off시에 동일 저항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개별 저항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컬렉터 단자(C)와 내부 logic 회로 사이에 존재하는 Diode의 경우 IGBT의 컬렉터와 에미터 단자 사이의 전압 감시를 위한 부

분이다. 다음 절에서 제조사 별로 게이트 구동 회로의 구조, 사양, 특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Power Integration, InPower, ISAHAYA, Semikron 등 총 5개의 제조사 제품에 대하여 분석하며, 공통된 내용의 경우 최초 분석

되는 제조사의 회로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최종 분석 후에는 각 제조사의 주요 특징을 하나의 도표로 정리하고자 한다.

Fig. 1. Power supply for railway car.

Fig. 2. Switching waveforms of IGBT with clamped inductiv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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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Power Integrations (PI)

PI社는 SCALE-iDriver Family라는 제품군으로 single-channel 전용 제품과 SCALE-2Driver Cores라는 제품군으로 single-

channel과 dual-channel용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Fig. 5는 SCALE-iDriver 제품군의 SID11x2K 제품의 적용 회로 예시로 해당 제품은 최대 8A의 첨두 구동 전류를 제공하며

최대 1200V, 250kHz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 구동 회로이다[5]. SID11x2K는 primary side와 secondary side에 사이

의 절연 전압 조건을 만족하는 절연형 전원장치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게이트 구동 회로로서 동작이 가능하다. PI社에서는 절연

형 전원장치도 제작하고 있으며 3W급 정도로 제작되고 있다[6]. Primary side 전원은 VVCC로 표기되어 있으며, secondary side

전원은 VTOT로 표기되어 있다. Primary side의 IN pin에 광통신이나 전기적 통신을 이용한 logic gate 신호를 인가하면 된다.

SO pin은 IGBT의 동작 상태 표시에 활용하는데, 다양한 fault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SO pin은 low impedance 상태로 변환되

므로 이를 제어회로에서 활용하면 된다. SID11x2K는 turn-on과 turn-off 시 서로 다른 게이트 저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

어 있어 따로 외부에 turn-off diode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GH pin에 연결된 저항이 turn-on 저항이며, GL pin에 연결된 저항

이 turn-off 저항이다. IGBT를 사용하는 경우 short-circuit protection 기능의 구현이 필요하다. Short-circuit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IGBT가 turn-on 상태일 때 컬렉터와 에미터 단자 사이의 전압이 saturation voltage의 값보다 높은 값을 가지게 되며, 적절

한 보호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 IGBT의 소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IGBT 구동 회로에는 short-circuit protection

회로 혹은 desaturation 회로라고 명시된 보호회로가 적용되어 있다. Short-circuit protection 회로는 Fig. 6(a)와 같이 resistor

chain을 활용하거나 Fig. 6(b)와 같이 diode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두 가지 방식 모두 IGBT turn-on

조건에서 VCE pin 전압이 IC 내부에서 설정된 전압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short-circuit으로 판단하고 보호 동작을 수행하

게 된다.

Fig. 7과 Fig. 8은 SCALE-2Driver 중 single-channel과 dual-channel driver의 실제 사진과 내부 block diagram을 각각 나타내

고 있다[7,8].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CALE-2Driver는 SCALE-iDriver와는 다르게 절연형 전원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VISOx로 표기된 전원이 secondary side에 나타나있다. 또한 Optical 방식의 제어 신호 통신 방식(모델명이 V로 종료)과

Fig. 3. Circuit diagram of clamped inductive load.

Fig. 4. Structure of IGBT gate drive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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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제어 신호 통신 방식(모델명이 E로 종료)을 지원하는 두 가지 version이 있다. 기본적인 구성은 Primary side와

secondary side 모두 SCALE-iDriver와 유사하다. Fig. 7(a)는 SCALE-2Driver 중 1SC0450V 모델의 primary side와 secondary

side의 회로 구현의 예시이며 해당 모델은 6500V 시스템까지 적용 가능하며 첨두 구동 전류는 50A이다. Single-channel 전용의

SCALE-iDrive와 차이점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차이점은 SCALE-2Driver는 desaturation level을 외부 저항(Rth)을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내부저항 68kΩ에 의해서 10.2V로 결정되며, Rth로 더 낮은 레벨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은 IGBT를 좀 더 안전한 영역에서 VCE가 제한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두

Fig. 5. Circuit diagram of SID11x2K.

Fig. 6. Circuit diagram of short-circuit protection.

Fig. 7. Photograph of SCALE-2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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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차이점은 Active Clamping(ACL) 기능으로 transient voltage suppressor(TVS)를 이용하여 ACL pin의 전압을 감시하다가

VCE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게이트 신호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높은 컬렉터 전류의 di/dt로 인해 발생하

는 VCE 전압의 증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ACL pin이 없는 SCALE-iDriver에 비교하여 ACL pin 전압이 20V에 도달하면

IGBT가 완전히 turn-off 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는 점과 IC 내부의 push-pull 회로를 구성하는 active 소자인 MOSFET을 제어

한다는 측면에서 active clamping이라고 한다. Active clamping이 없는 경우에는 IC 외부에 추가되는 저항과 커패시터 등의

passive 소자들에 의해서 clamping 회로의 동작이 결정되게 된다. 세 번째 차이점은 gate boosting 기능으로 turn-on 상황에서

gate 전압을 VISOx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turn-on speed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멀티레벨 토폴로지에 적용하는 경우 fault 상황에서의 turn-off delay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 CSHD pin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9].

2.1.2 Innovative Power Systems (InPower)

InPower社는 절연형 전원장치를 포함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single-channel과 dual-channel의 제품이 있다. 다른 제조사와

의 차이점으로는 secondary side에 digital signal processor (DSP)를 포함하고 있어 설계자가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Gate 저항도 동작 조건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며, turn-on/turn-off delay, desaturation level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

Fig. 8. Block diagram of SCALE-2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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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IPSE 제품군의 경우 4개의 desaturation level을 제공하고 있다. Fig. 9는 dual channel용 제품 사진으로 각 channel에

InPower logo가 표기된 DSP를 확인할 수 있다. 구동 회로에 포함된 절연형 전원장치는 각 channel별로 3W의 정격 용량을 지

원한다.

2.1.3 Semikron

SEMIKRON社는 절연형 전원을 포함한 single-channel과 dual-channel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다. Fig. 10은 dual-channel의

SKYPER32 제품의 회로도이다. 다른 제조사와 유사한 방식의 desaturation 검출 회로가 적용되어 있으며, turn-on/turn-off 게이

트 저항이 Ron/Roff로 분리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이점으로는 VCE 감시를 통한 desaturation 검출 시 blanking time

을 외부 저항과 커패시터로 조절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Fig. 10의 VCE_CFG pin과 GND pin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과 커패시터가 해당 기능을 하는 소자로 Fig. 10에 점선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2.1.4 ISAHAYA Electronics

ISAHAYA社는 Fig. 11에 보이는 것과 같이 single-in-line (SIL) type 또는 dual-in-line (DIL) type과 같은 IC형 제품과 절연

형 전원장치를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Fig. 12는 VLA542-01R의 block diagram으로 기본 구조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들

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ISAHAYA는 게이트 신호 출력이 Vo pin하나만 존재하므로 gate 저항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외부

diode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주어야 한다.

Fig. 9. Photograph of 2IPSE3W12-60.

Fig. 10. Circuit diagram of SKYPER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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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Inrevium

Inrevium社는 4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3W급의 절연형 전원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은 다른 제

조사와 유사하다.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이라면 구동 IC 이외에 외부에 IGBT 구동 전류를 담당하는 push-pull 회로가 추가되어

있으며, 최대 20~35A까지 구동 전류를 증폭할 수 있는 회로가 추가되어 있다. Fig. 13은 20A의 첨두 구동 전류를 가지는

IGFB05K 제품의 실물사진과 block diagram이다.

Fig. 11. Photograph of ISAHAYA products.

Fig. 12. Block diagram of VLA0542-01R.

Fig. 13. IGFB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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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제조사별 특징 요약

Table 1에 앞 절에서 확인한 각 제조사 별 제품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제품이 절연형 전원장치를 포함한 형태로 제

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IGBT 구동 회로로 사용하기에 전원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제품 사용 편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절연형 전원 장치는 첨두 구동 전류에 차이는 있으나 channel별로 대략 3~5W의 평균 전력을 가지도록 제작되어 있다. 또

한 IGBT의 tail current 특성으로 인해 turn-on/turn-off gate resistor를 각각 사용하도록 된 제품이 다수이다. 만약 단일 구동 pin

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외부에 추가 diode와 resistor를 사용함으로써 gate resistor의 분리가 가능하다. IGBT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desaturation 검출 방식은 turn-on 상태에서 VCE 감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외부 diode를 이용하여 VCE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단일 기준의 desaturation level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외부 저항을 통한 조절

이 가능하기도 하며, 4 개의 level을 제공하는 제품도 있다. 첨두 구동 전류는 각 제조사별로 최대 70A수준의 제품까지 제공하

고 있으며, 구동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push-pull driver를 별도로 구성한 제품과 단일 구동 회로로 집적한 제품이 있다. 구동

신호는 optical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제품은 electrical 방식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Electrical 방식의 경

우에도 opto-coupler를 사용하여 구동 신호가 인가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러 제품 중 InPower社의 제품은 유일하게 secondary side에 DSP를 가지고 있다. DSP를 적용함으로써 보호회로의 동작 조

건이나 구동 조건 등을 다른 제품에 비해 자유롭게 제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2.2 게이트 구동 회로 설계 시 고려사항

지금까지 확인 된 각 IGBT의 특징으로부터 IGBT용 게이트 구동 회로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설계 고려사

항은 4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며, 각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IGBT를 적용한 전원 장치의 적절한 동작이 가능하게 된다.

2.2.1 절연형 전원 장치

IGBT의 경우 사용되는 전압이 1000V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대개 1600V 이상의 전압 조건에서 동작하

게 된다. 또한 규제 조건 중 하나인 UL의 절연 전압 조건이 6000V 수준이기 때문에 게이트 구동 회로 설계 시 이를 반드시 고

려해주어야 한다. 절연 전압 조건 만족을 위해서는 각 channel별 구동 회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장치도 해당 절연 조건을 만

족하여야 하므로 절연형 전원 장치(Isolated DC/DC converter)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절연형 전원 장

치는 IGBT의 gate charge 용량과 사용 주파수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구동 회로의 동작에 필

수적인 동작 전력도 포함하여 안정적인 구동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구동 회로의 전체 동작 전력(Pdrive)은

필수 동작 전력(Poperation)과 스위칭에 필요한 전력(Pswitching)의 수식 (1)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각 전력은 다시 수식 (2)와 수

식 (3)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즉, 각 channel의 구동에 필요한 전력은 수식 (1)을 통하여 산출이 가능하며 channel의 개수에 따

Table 1. Summary of characteristics.

Part Characteristics

Manufacturer Power integration InPower ISAHAYA Inrevium SEMIKRON

Product name
SCALE

-iDriver

SCALE

-2 Driver
IPSE VLA/GAU IGFB SKYPER

# Of channel Single Single/Dual Dual Single/Dual Dual Single/Dual

Insulated power supply

(Power capacity)

Require external 

power supply

Included

(~8W)

Included

(~3W)

Require external 

power supply

Included

(~7.6W)

Included

(~2W)

Gate resistor
Separated on/

off resistor

Separated on/

off resistor

Separated on/

off resistor
Single

Separated on/

off resistor

Separated on/

off resistor

Desaturation level Single level
Controlled by 

resistor
Four level Single level Single level Single level

Communication Optical
Optical

/Electrical

Optical

/Electrical
Electrical Optical

Optical

/Electrical

Maximum driving current

(Inclusion of push-pull driver)

8A

(Included)

50A

(Included)

70A

(Included)

1.5A~24A

(Included)

20A

(Not included)

15A

(Included)

Maximum voltage 1200V 6500V 6500V 1700V 1700V 1200V

Maximum operating frequency 250kHz 100kHz 120kHz 5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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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원 장치 출력의 개수와 용량을 증가시키면 된다. 그리고 gate 구동 시 인가되는 전압은 스위칭 속도와 안정적 스위칭 동

작을 위하여 +전압 (VCC)과 -전압(VEE)을 사용한다. 

 Pdrive = Poperation + Pswitching (1)

Poperation = VCC × Ioperation (2)

Pswitching = (VCC + VEE) × Qgate × Fswitching (3)

where, VCC: turn-on gate voltage, VEE: turn-off gate voltage, Ioperation: operating current of IC, Qgate: gate charge of IGBT,

Fswitching: switching frequency of IGBT.

2.2.2 Desaturation 검출 회로

Short-circuit 조건이나 다른 비이상적 동작에 의해 IGBT의 VCE가 허용 전압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desaturation 검출

회로가 필요하다. Desaturation 검출 회로는 저항을 이용하거나 diode를 이용하여 구현이 가능한데 대개의 경우VCE의 직접 검

출이 가능한 diode를 이용한 회로를 적용하고 있다. Fig. 14는 PI社의 구현 예시로 D1과 D2로 표시된 diode를 이용하여 VCE

를 검출하도록 되어 있다. D1과 D2의 개수는 각 diode의 내압의 합이 동작전압보다 높아지도록 선정하고 IGBT의 내압을 고려

하여 선정하면 된다. Desaturation 상황에서 IGBT의 turn-off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컬렉터 전류의 변화율을 감소시킬 수 있

어 VCE의 증가 정도를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 D4로 표시된 diode를 적용하는 경우 gate 전압의 감소 속도를 줄여 turn-off

속도 저감이 가능하다.

2.2.3 Gate Resistor

Gate resistor는 turn-on/turn-off 조건에서 개별 소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동일 소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On/off 특성에 따라

개별 소자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대개의 경우 gate resistor를 분리하여 적용한다. 동작 조건에 따라 다양한 gate resistor

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회로의 복잡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하지만 최적 동작을 위해서는 gate resistor를 각 경우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2.4 Gate 구동 전류

Gate 구동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push-pull 형태의 회로가 사용된다. 대부분의 구동 회로에는 집적화된 push-pull driver가

적용되어 있어 추가회로 없이 구동 전류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적인 구동 전류 증폭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 push-

pull driver를 구성하면 된다. 외부 push-pull driver는 첨두 구동 전류에 따라 선정해주면 된다. 다만, push-pull 회로의 첨두 구

동 전류가 증가하더라도 절연형 전원 장치의 전력 용량에는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절연형 전원 장치는 수식 (1)을 토대로 선정

하면 된다.

Fig. 14. Circuit diagram of desaturation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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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용 전원시스템의 스위칭 소자로 활용되고 있는 IGBT의 기본적인 스위칭 동작 특성과 IGBT의 적절

한 스위칭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IGBT용 게이트 구동 회로의 기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여러 application에서 사용

되고 있는 각 제조사별 IGBT용 게이트 구동 회로의 구조, 사양, 특징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게이트

구동 회로 설계 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IGBT용 게이트 구동 회로의 경우 절연 전압 조건을 만족하

는 절연형 전원 장치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 IGBT 소자의 보호를 위한 desaturation 검출 회로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적절한

turn-on/turn-off 동작을 위하여 gate resistor를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네 번째로 적절한 게이트 구동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push-

pull 회로도 필요하다. 각 요구 사항을 시스템 사양에 따라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정상 동작이 가능하다. 본 논문

에서 분석된 IGBT용 구동 회로 기술은 향후 IGBT를 적용하는 전원 시스템에서 IGBT용 구동 회로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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