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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테크놀로지스, 새롭게 업계를 이끌어갈 800V SiC 인버터로 전기차
충전시간 50% 단축
800V 탄화규소 인버터 대량 생산으로 전기화 기술의 대표주자 자리매김
탄화규소 반도체 대표 기업, 크리(Cree)사와 제휴 체결

델파이 테크놀로지스가 고효율 차세대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모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부품
800V 탄화규소(SiC) 인버터를 대량생산한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인버터는 전기 시스템을 800V 까지 끌어올려 주행거리를 연장시키고, 현재 최첨단 400V
시스템 대비 충전시간을 단축시킨다. 다전압 플랫폼을 지원하는 이 기술은 델파이가 선보인 고전압
인버터에서 발전된 버전으로, 자동차 전기화 25 년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델파이 테크놀로지스 800V 인버터는 최첨단 탄화규소 MOSFET 반도체(탄화규소 기반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와이드 밴드갭 기술)를 사용한다. 델파이는 최근 세계적인 OEM 업체와
8 년 이상 이 기술을 대량 생산하는 27 억달러 규모의 고객을 확보했다. 2022 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처음에는 최대 800V 로 작동하는 고성능 차량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델파이는 탄화규소 반도체 분야의 대표 업체인 크리(Cree)사와의 제휴를 통해 차세대
전기자동차의 장거리 주행과 충전 시간 단축, 효율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델파이 테크놀로지스
인버터는 크리의 울프스피드(Wolfspeed®) 탄화규소 기반 MOSFET 를 사용할 것이다.
IHS 에 따르면 2025 년까지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최대 45%가 전기화될 것이며, 연간 약
4600 만대의 전기 자동차가 판매되어 2030 년에는 최대 57%(연간 약 6200 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버터는 가장 높은 가치의 전기화 부품으로 손꼽히며, 그 효율성은 자동차 성능의 많은
측면에서 업계를 바꿀 만한 영향을 미친다.
델파이의 최고 경영자 리처드 다우(Richard F. Dauch)는 “현재 일반적인 400V 에서 전압을 두 배로
증가시키면 자동차 운전자와 제조업체 모두에게 상당히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대함에 따라 다전압 전략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 기술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새롭게 선보이는 인버터의 중심부에는 고도의 통합과 독특한 양면 냉각 기능을 결합한 특허
바이퍼(Viper) 전원 스위치가 있다. 이 결정적인 특징으로 경쟁사 인버터 기술보다 40 퍼센트 가볍고
30% 더 컴팩트한 사이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바이퍼 전원 스위치 종류에 가장 최근 추가된
것으로, 매우 빠르게 전환할 수 있고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고밴드갭 반도체
탄화규소로 기존의 실리콘을 대체한다.
리처드 다우(Richard F. Dauch)는 “더 빠른 전환 속도 만으로 모터를 더 빠르고 작으며, 더 가볍게
만들어 뛰어난 효율과 주행거리를 제공한다. 이는 800V 로 바꾸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더해지는 이점”이라고 덧붙였다.
800V 로 작동하는 새로운 델파이 테크놀로지스 SiC 인버터가 출시되면서,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이제
다른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동성을 누리게 되었다. 선택사항으로는 더
많은 범위 또는 더 작은 배터리, 초고속 충전 또는 더 작고 가벼우며 저렴한 케이블, 제동 시 더 많은
운동에너지를 만들고 더 나아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늘리는 등이 포함한다.
탄화규소 바이퍼 전원 스위치는 현재 실리콘 스위치와 동일한 인버터 패키지에 맞도록 제작되어
기술 변화에 수반되는 엔지니어링 비용을 줄이고 다중 차량 성능 옵션의 디자인을 간소화했다.
델파이 테크놀로지스 일체형 DC/DC 컨버터 및 인버터는 이미 OEM 업체에 상당한 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다. 델파이는 오토모티브 그레이드와 그 엄격한 기준에 맞게 전기부품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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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테크놀로지스 개요
델파이 테크놀로지는 차량을 더 깨끗하고, 더 낫게, 더 멀리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계적인 추진 기술
제공업체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전기차, 상용차에 대한 선구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델파이 테크
놀로지스는 선도적인 애프터마켓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4개국에
기술 센터와 제조공장, 고객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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