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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LED용 전원 공급기(120)는, 직렬 및/또는 병렬로 배선되는 변동가능한 수의 LED를 갖는 LED 광원(110)에 전원을 제공

한다. 전원 공급기(120)는 전류 및 전압 피드백을 사용하여 LED로의 전원을 조정하고, LED 광원(110)에 대해 보호를 제

공한다. 피드백 제어기(125)는 감지된 전류 및 감지된 전압을 기준 신호에 비교하여, 피드백 신호를 생성하고, 이는 LED로

전류를 공급하는 트랜스포머를 통한 전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 역률 수정기(124)에 의하여 처리된다. LED 제어 스위치

(127)는 LED로의 전류의 피크를 클램프하여 LED 광원으로의 더 이상의 보호를 제공한다. 단락/개방 검출 회로(130)는

LED 광원(110)의 "LED 정전"의 임의의 검출을 지시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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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의 기술 분야는 전원 공급기(power supplies), 특히 LED용 전원 공급기에 관한 것이다.

  백색 발광 다이오드(white light emitting diodes) 기술에는 상당한 진보가 있어 왔다. 10-15 lumens/watt를 생성하는

백색 광(white light) LED(light emitting diode)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이것은 백열 전구(incandescent bulbs)의

성능에 견줄만하다. 또한, LED는 작은 크기 때문에 더 긴 동작 수명, 충격/진동에의 저항 및 설계 유연성과 같은 다른 이점

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백색 광 LED는, 신호계(signage), 강조(accenting) 및 경로 조명(pathway lighting)과 같은 조

도 애플리케이션(illumination applications)용의 전통적인 백열광원(incandescent sources)을 대체하고 있다. 백색 LED

는 특정 효과를 위하여 홀로 또는 색채 LED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배경기술

  LED에는, LED 램프에 인가되는 전압의 작은 변화가 상당한 전류 변화를 유발하는 전기적 특성이 있다. 또한, 주위 온도

변화(ambient temperature changes)도 LED에 걸친 순방향 강하(forward drop)를 변화시킴으로써 LED 전류 변화를 일

으킬 것이다. 나아가, LED의 루멘 출력(lumen output)은 LED 전류에 의존한다. LED 광원(light sources)용 기존의 전기

전원 공급기는, 입력 ac 전압 변동 및 주변 온도에 기인한 광도 변동(luminous intensity variations)을 억제할 정도로 LED

전류를 정확하게 조절하게(regulate) 설계되지 않는다. 오랜 기간의 과도한 순방향 전류에서의 LED 램프 동작은 수용할

수 없는 광도 변동 및 파괴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전류 전기 전원 공급기는 에너지 절약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전력 소모(power consumption)를 최소화하지 않는다.

  전술한 단점을 극복하는 LED용 전원 공급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하나의 형태는, 전원 컨버터(power converter) 및 LED 제어 스위치를 포함하는 LED 광원용 전원 공급기이

다. 전원 컨버터는 LED 전류 및 LED 전압을 포함하는 조절된 전원(regulated power)을 제공하도록 동작한다. LED 제어

스위치는 LED 광원을 통한 LED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도록 더 동작한다. LED 제어 스위치는 LED 광원의 초기 로딩 단계

(initial loading stage) 동안 LED 전류의 피크(peak)를 클램프(clamp)하도록 더 동작한다. 이것은 산업현장에서의 오용

(field misapplication)에 기인한 LED 광원으로의 손상을 억제한다.

  본 발명의 제2 형태는, LED 전압과 연관되는 LED 광원의 동작 조건을 지시하는 검출 신호를 제공하도록 동작하는 검출

회로를 더 포함하는 LED 광원용 전원 공급기이다. 검출 신호는 LED 광원의 부하 조건(load condition)을 나타내는 제1 레

벨을 갖는다. 검출 신호는 LED 광원을 지시하는 단락 조건(short condition) 또는 개방 조건(open condition)을 나타내는

제2 레벨을 갖는다.

  본 발명의 제3 형태는 LED 전류 감지기 또는 LED 전압 감지기를 더 포함하는 LED 광원용 전원 공급기이다. 각각의 감지

기는 차동 증폭기와, 차동 증폭기(differential amplifier)의 이득(gain)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전술한 형태들, 다른 형태들,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과 함께 읽으면 현재 바람직한 실시예의 다음의 상세

한 설명으로부터 더 명확해질 것이다.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은 본 발명을 단지 설명하기 위함이지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

니며,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 및 이들의 균등물에 의하여 규정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LED 광원용 전원 공급기의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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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도 1의 전원 공급기의 일 실시예의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제어 회로의 일 실시예의 타이밍 다이어그램(timing diagram).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단락/개방 검출 회로의 일 실시예의 개략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차동 증폭의 일 실시예의 개략도.

실시예

  도 1은, 직렬 및/또는 병렬로 배선되는(wired) 변동가능한 수의 LED를 포함하는 LED 광원(1)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기(20)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전원 공급기(20)의 단상 ac 입력(single-phase ac input; 21)은 전원 공급기(20)

의 AC/DC 컨버터(22)에 전압 VAC를 제공하고, 이에 의해 AC/DC 컨버터(22)는 전압 VAC를 전압 VDC로 변환한다. AC/

DC 컨버터(22)는 전원 공급기(20)의 전원 컨버터(23)에 전압 VDC를 제공하고, 이에 의해 전원 컨버터(23)는 LED 전류 및

LED 전압(VLED)을 포함하는 조절된 전원(PREG)을 생성한다.

  전원 컨버터(23)는 LED 광원(10)에 조절된 전원(PREG)을 제공한다. 동작에서, LED 제어 회로(24)는 LED 광원(10)을 통

한 LED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 전원 공급기(20)의 LED 전류 감지기(25)는, LED 광원(10)을 통해 흐르는 LED 전류의

크기를 지시하는 감지된 전류(ISE)를 제공한다. 전원 공급기(20)의 LED 전압 감지기(26)는, LED 광원(10)에 인가되는

LED 전압(VLED)의 크기를 지시하는 감지된 전압(VSE)을 제공한다. 감지된 전류(ISE) 및 감지된 전압(VSE)은 전원 공급기

(20)의 피드백 제어기(27)에 주입된다(fed). 전원 공급기(20)의 신호 기준(signal reference; 28)은 피드백 제어기(27)에

기준 신호(REF)를 제공하고, 이에 의해 피드백 제어기(27)는 감지된 전류(ISE), 감지된 전압(VSE) 및 기준 신호(REF)에 기

초하여 전원 컨버터(23)에 피드백 신호(FB)를 제공한다.

  LED 제어 스위치(24)는 LED 광원(10)을 통해 흐르는 LED 전류의 피크를 클램프하여, 전기적 손상으로부터 LED 광원

(10)을 보호하도록 동작한다. LED 제어 스위치(24)는, LED 광원(10)이, 예컨대 전원 공급기(20)의 에너지공급

(energizing)에 후속하는 전원 공급기(20)로의 LED 광원(10)의 접속과 같이, 개방 동작 상태로부터 부하 동작 상태(load

operating state)(즉, 초기 로딩)로 전이할 때, 특히 유용하다. 전원 공급기(20)의 LED 조광기(dimmer; 29)는, LED 제어

스위치(24)에 제어 신호(CS)를 제공함으로써, LED 광원(10)의 소망하는 조광(dimming)을 제어하도록 동작한다. 제어 신

호(CS)는, 예컨대 펄스 폭 변조 신호(pulse width modulation signal; PWM)와 같은 다수의 종래의 형태 중 하나일 수 있

다.

  단락/개방 검출 회로(30)는, LED 광원(10)에 인가되는 LED 전압(VLED)에 기초하여 LED 광원(10)의 단락 조건 또는 개

방 조건의 지시와 같은 검출 신호(DS)를 제공한다.

  전원 공급기(20)의 각각의 콤포넌트(21-30)의 구성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전원 공급기(20)의 콤포넌트들(21-30) 간의

결합(coupling)은 다수의 방법(예컨대, 전기적, 광학적, 음향학적 및/또는 자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원

공급기(20)의 실시예의 수는 실질적으로 무한대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만들어지는 LED 광원(10)(도 1)의 일 실시예에 대한 전원 공급기(20)(도 1)의 일 실시예의 개략도

이다. 전원 공급기(120)는 LED 광원(110)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역률 수정기(power factor corrector; PFC) IC를 통

한 전류 피드백을 갖는 플라이백 트랜스포머(flyback transformer)를 채용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전원 공급기(12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EMI 필터(121), AC/DC 컨버터(AC/DC; 122), 트랜스포머(123), 역률 수정기(124), 피드백 제어기

(125), 광결합기(optocoupler; 126), LED 제어 스위치(127), LED PWM 조광기(129), 저항기(R1-R7), 캐패시터(C1-

C5), 다이오드(D1-D3), 제너 다이오드(Z1-Z3) 및 MOSFET(Q1)을 포함한다.

  전압은 EMI 필터(121)로의 VIN에서 전원 공급기(120)에 공급된다. 전압은 ac 입력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120/230

VRMS에서 50/60 Hertz이다. EMI 필터(121)는 입력에 대한 전자기적 간섭을 차단한다. AC/DC(122)는 브리지 정류기

(bridge rectifier)일 수 있고 EMI 필터(120)의 ac 출력을 dc로 변환한다. 트랜스포머(123)는 제1 권선(W1, W4 및 W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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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제2 권선(W2 및 W3)을 포함한다. 권선(W1/W2)은 LED 광원(110)에 전원공급하기 위한 플라이백 트랜스포머를

구성한다. 플라이백 트랜스포머는, ST Microelectronics, Inc.에 의해 제조되는 모델 L6561과 같은 역률 수정기 집적 회

로인 PFC(124)에 의해 제어된다.

  플라이백 트랜스포머는 LED 광원(110)에 전원을 전달하는데, 여기서 LED 전류 및 LED 전압은 피드백 제어에 의하여 제

어된다. 권선(W1/W3)의 순방향 컨버터 동작은 캐패시터(C3)를 충전하고, 기준 전류 신호는 직렬 저항기(R4)와 제너 다이

어드(Z2) 간에서 생성된다. 캐패시터(C3)에 걸친 피크 전압은 W1/W3 권수비(turns ratio)에 의존한다. 권선(W1/W2)의

플라이백 동작으로부터의 출력 dc 전압은, LED 광원(110)에 걸친 출력 dc 전압이 하나의 LED 램프에 대하여 2.6 Volts

dc부터 직렬의 8개 LED에 대해 약 32 Volts dc까지의 넓은 범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전류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

여 사용될 수 없다. 권선(W1/W3)의 순방향 컨버터 동작이 대신 사용될 수 있다. W1/W5 권선의 순방향 컨버터 동작도

PFC(124)와 같은 집적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감지된 LED 전류(ISE)는, LED 제어 스위치(127)를 통하여 LED 광원(110)과 직렬인 저항기(R1)를 통하여 흐른다. 감지

된 LED 전류(ISE)를 나타내는 전압은 비교기(U1)의 비반전 입력(non-inverting input)에 인가된다. 감지된 LED 전압

(VSE)은 제너 다이어드(Z1)에 의하여 생성된다. 전압 기준(VREF)뿐만 아니라 감지된 LED 전류(ISE) 및 감지된 LED 전압

(VSE)은 피드백 제어기(125)에 주입되고, 이에 의해 피드백 제어기(125)로부터의 전압 피드백(VFB)은 저항기(R7)를 통하

여 광결합기(126)를 구동한다. 전압 피드백(VFB)을 생성하는데, 피드백 제어기(125)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교기

쌍(U1 및 U2), 저항기(R8-R12) 및 캐패시터(C6)를 채용한다.

  피드백 제어기(125)는, 광결합기가 넓은 범위의 전류 전달 비(current transfer ratio; CTR)를 갖기 때문에 필요하다. 피

드백 제어기(125)는 정확한 전압 피드백(VFB)을 유지하여, LED 광원(110)을 통해 흐르는 LED 전류의 큰 에러를 회피한

다. 광결합기(126)는 EMI 필터(120)에서, LED 광원(110)을 공급하는 dc 회로를 ac 회로 전원 공급기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두 개의 회로는 트랜스포머(123)의 반대측에 있다.

  광결합기(126)의 출력은, MOSFET(Q1)에 게이트 구동 신호를 공급하는 PFC(124)에 접속된다. MOSFET(Q1) 제어는

트랜스포머(123)의 권선(W1)을 통한 전류 흐름을 조정하여, LED 광원(110) 전원 요구에 부합한다. PFC(124)의 내부 2.5

V 기준 신호 및 내부 보상 회로는 2.5 V에서 저항기(R6)에 걸친 전압 강하를 유지한다. 이 예는 트랜스포머 전류를 조정하

기 위해 MOSFET(Q1)을 사용하지만, 선택적인 실시예들은, 절연된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IGBT) 또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와 같이 전류를 조정하는 다른 유형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 ZCD에

서 PFC(124)로의 입력은 권선(W2/W4)로부터 전원공급되는 리셋 신호를 제공한다.

  또한, 제너 다이오드(Z1)는 LED 광원(110)을 위해 과전압 보호(overvoltage protection)를 제공한다. 특히, 제너 다이오

드(Z1)는 출력 접속에 걸쳐 LED 광원에 접속하고, 출력 전압을 지정된 최대 값으로 클램프한다. 공칭 제너 동작 전압

(nominal zener operating voltage)은 최대 지정된 출력 전압 바로 위가 되도록 선택된다. 출력 개방 회로의 경우에, 트랜

스포머(123)의 권선(W1/W2)의 플라이백 동작은 출력 전압을 구축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 증가하는 출력 전압은 제너

다이오드(Z1)을 온 시켜서, 저항기(R7) 및 광결합기(126)를 통한 피드백 제어기(125)로부터 저항기(R6)로의 피드백의 양

을 증가시킨다. 이는 MOSFET(Q1)으로의 게이트 구동 신호를 제한하여, 플라이백 컨버터가 LED 광원(110)에 대한 출력

전압을 지정된 최대 전압을 넘어 구축하는 것을 억제한다. 마찬가지로, 리셋 권선(W4)으로부터 저항기(R6)로 접속되는 제

너 다이오드(Z3)는 피드백 제어기(125)의 오작동으로 인한 출력 과전압을 억제할 것이다.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제너 다

이오드(Z1) 또는 제너 다이오드(Z3), 또는 제너 다이오드(Z1) 및 제너 다이오드(Z3) 양자 모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

하여 요구되는 제어 보호의 정도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LED 제어 스위치(127)는 MOSFET의 형태의 스위치(SW1) 및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형태의 스위치(SW2)를 포함한다.

스위치(SW1 및 SW2)는, 예컨대 IGBT와 같은 종래의 다른 형태일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MOSFET 스위치(SW1)의

드레인은 LED 광원(110)에 접속된다. MOSFET 스위치(SW1)의 게이트는 바이폴라 스위치(SW2)의 컬렉터에 접속된다.

MOSFET 스위치(SW1)의 소스 및 바이폴라 스위치(SW2)의 베이스는 제너 다이오드(Z1), 저항기(R1) 및 피드백 제어기

(125)에 접속된다. 바이폴라 스위치(SW2)의 에미터는 그라운드에 접속된다. 동작에서, LED 전류가 소망하는 피크 밑이

면, 스위치(SW1)는 온 되고 스위치(SW2)는 오프 된다. 이 모드는 전원 공급기(120)의 전단 콤포넌트(front-end

components)의 정상 동작을 허용한다. 반대로, LED 전류가 소망하는 피크를 초과하면, 스위치(SW1)는 오프 되고 스위치

(SW2)는 온 된다. 이것은 LED 전류의 피크를 안전한 레벨로 제한하고, 이에 의해 LED 광원(110)에 대한 손상이 억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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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업자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LED 제어 스위치(127)는 에너지 공급된 전원 공급기(120)로의 LED 광원(110)의 접속

에 특히 유용하고, 이에 의해 캐패시터(C2)는, LED 광원(110)으로의 손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클램프되는 피크를 갖는 전

류로 LED 광원(110)에 저장된 에너지를 방전한다.

  MOSFET 스위치(SW1)는 종래의 게이트 드라이버(도시되지 않음) 또는 도시된 LED PWM 조광기(128)에 의하여 동작

될 수 있다.

  LED PWM 조광기(128)는 외부 조광 명령(external dim command)(VDC)에 응답하여 MOSFET 스위치(SW1)에 PWM

신호(도시되지 않음)를 제공한다. LED PWM 조광기(128)는 PWM 신호의 듀티 사이클(duty cycle)을 조정하여, LED 광

원(110)으로부터 소망하는 광 출력을 산출한다. LED PWM 조광기(128)는, LED 광원(110)에 대해 정확하고 온도에 민감

한 최소 조광 레벨을 산출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LED PWM 조광기(128)는 MOSFET 스위치(SW1)의 게이트에 접속되는 다이오드(D4) 및 다이오드(D5)를 포함한다.

LED PWM 조광기(128)의 비교기(U3)는 다이오드(D4)에 접속되는 출력과 조광 명령(VDC)을 수신하기 위한 비반전 입력

(non-inverting input)을 갖는 연산 증폭기(operational amplifier)의 형태이다. LED PWM 조광기(128)의 종래의 비안정

다조파발진기 회로(astable multivibrator circuit; 129)는 다이오드(D5)에 접속된다. LED PWM 조광기(128)의 램프 생

성기(ramp generator)는 MOSFET 형태의 트랜지스터(Q2)의 게이트 및 다이오드(D5)에 접속되는 저항기(R16)를 포함한

다. 트랜지스터(Q2)는, 예컨대 IGBT와 같은 다른 형태일 수 있다. 램프 생성기는 연산 증폭기(U4)를 더 포함한다. 저항기

(R15), 저항기(R17),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2)의 드레인, 캐패시터(C7), 및 비교기(U3)의 반전 입력은 연산 증폭기(U4)

의 비반전 입력에 접속된다. 저항기(R15)는 연산 증폭기(U4)의 출력에 더 접속된다. 저항기(R13)는 연산 증폭기(U4)의

반전 입력 및 출력에 접속된다. 저항기(R14)는 그라운드 및 연산 증폭기의 반전 입력에 접속된다. MOSFET 트랜지스터

(Q2)의 소스 및 캐패시터는 그라운드에 접속된다. 저항기(R7)는 DC 전압 소스에 더 접속된다.

  동작시, LED PWM 조광기(128)는 LED 광원(110)에 대한 정확하고 온도에 둔감한 최소 조광 레벨을 달성한다. 특히, 비

안정 다조파발진기 회로(129)는 최소 펄스 폭(예컨대, 도 3에 도시되는 TON,MIN)를 산출한다. 최소 펄스 폭의 지속기간

(duration)은 비안정 다조파발진기 회로(129)의 저항 및 캐패시턴스의 함수이다. 그러므로, 최소 펄스 폭은 정확하고 온도

에 둔감하다. 램프 생성기는, 최소 펄스 폭에 의해 주기적으로 리셋되는 램프 신호(예컨대, 도 3에 도시되는 RS)를 산출한

다. 램프 신호는 비교기(U3)의 반전 입력에 공급되고, 이에 의해 램프 신호와 조광 명령(VDC)의 비교는 비교기(U3)의 출

력에서 타겟 펄스 폭(예컨대, 도 3에 도시되는 TON)을 산출한다. 최소 펄스 폭 및 타겟 펄스 폭은 결합되어 MOSFET 스위

치(SW1)의 게이트에서 PWM 신호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PWM 신호는, 조광 명령(VDC)이 램프 신호를 초과하거나 동등

할 때, 최소 펄스 폭을 오버랩하는 타겟 펄스 폭을 포함한다. 반대로, PWM 신호는, 램프 신호가 전압 조광 명령(VDC)을 초

과할 때, 최소 펄스 폭을 배타적으로 포함한다.

  실제로, 전압 조광 명령(VDC)에 대한 적절한 범위는 0 내지 10 volts이다.

  단락/개방 회로 검출

  도 4는 단락/개방 검출 회로(130)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LED 광원(110)에 걸친 LED 전압 강하(VLD)는 노드(N1)와

노드(N2) 간에 인가되고, 입력 전압(VIN)은 노드(N2)와 공통 기준(common reference) 간에 인가된다. LED 전압 강하

(VLD)는, LED 광원(110)(도 2)이 단락될 때, 0으로 근접하고, LED 광원(110)이 개방 회로일 때, 조절된 전원(PREG)(도 1)

의 LED 전압(VLED)에 근접한다. 일반적으로, 입력 전압(VIN)은 6 volts 내지 16 volts 범위이다. 연산 증폭기 형태의 비교

기(U3)는, LED 광원(110)의 "LED 정전(outage)" 조건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고 레벨에서, 그리고 LED 광원(110)의 정상

동작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저 레벨에서 검출 신호(VDS)를 제공한다. "LED 정전" 조건은 LED 광원(110)의 단락 또는 개방

을 지시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의 입력 전압(VIN)은 dc 전압이다. 그러므로, dc-dc 유형의 전압 컨버터는 LED 광원(110)(도 2)에 전

원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검출 회로(130)는 ac에서 dc로의 유형의 전원 컨버터에서 사용

하기 위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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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형태의 트랜지스터(Q3)의 에미터 및 제너 다이오드(Z4)는 노드(N1) 에 접속된다. 트랜지스

터(Q3)는, 예컨대 IGBT와 같은 다른 종래의 형태일 수 있다. 저항기(R18), 저항기(R21) 및 저항기(R22)도 노드(N2)에 접

속된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3)의 베이스는 저항기(R18)에 접속된다. 제너 다이오드(Z4), 저항기(R20) 및 저항기(R21)

는 비교기(U5)의 반전 입력에 접속된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3)의 컬렉터, 다이오드(D6) 및 저항기(R19)는 노드(N3)

에 접속된다. 저항기(R19) 및 저항기(R20)는 공통 기준에 더 접속된다. 다이오드(D6) 및 저항기(R22)는 비교기(U5)의 비

반전 입력에 접속된다.

  LED 광원(110)의 정상 동작을 위해, LED 전압 강하(VLD)는 트랜지스터(Q3)의 베이스-에미터 접합 전압(base-emitter

junction voltage)보다 크고, 이에 의해 트랜지스터(Q3)는 온이고, 다이오드(D6)는 비-도전 상태(non-conductive state)

에 있으며, 트랜지스터(Q3)의 컬렉터에서의 전압은 입력 전압(VIN)을 초과한다. 결과적으로, 입력 전압(VIN)은 비교기

(U3)의 반전 입력에 인가된다. 제너 다이오드(Z4)의 도통 전압(conducting voltage)은 LED 전압 강하(VLD) 위가 되도록

선택되므로, 제너 다이오드(Z4)는 비-도전 상태에 있다. 결과적으로, 비교기(U2)의 비반전 입력에 인가되는 전압은, 저항

기(R20) 및 저항기(R21)에 의하여 확립되는 전압 분배기 인수(voltage divider factor)에 의하여 감소되는 입력 전압(VIN)

과 동등할 것이다. 반전 입력에 인가되는 전압은 비반전 입력에 인가되는 전압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교기(U5)의 출력은

낮을(예컨대,그라운드에 근접할) 것이다.

  LED 광원(110)의 개방 어레이 조건을 위해, LED 전압 강하(VLD)는, 제너 다이오드(Z4)의 전압보다 크도록 선택되는 조

절된 전원(PREG)의 LED 전압(VLED)에 근접한다. LED 전압 강하(VLD)는 트랜지스터(Q3)의 베이스-에미터 접합 전압보

다 크고, 이에 의해 트랜지스터(Q3)는 온이고 컬렉터 트랜지스터(Q3)에서의 전압은 입력 전압(VIN)을 초과한다. 결과적으

로, 입력 전압(VIN)은 비교기(U3)의 반전 입력에 인가된다. 제너 다이오드(Z4)의 도통 전압은 LED 전압 강하(VLD)보다 작

으므로, 제너 다이오드(Z4)는 도전 상태에 있다. 결과적으로, 비교기(U5)의 비반전 입력에 인가되는 전압은, 입력 전압

(VIN) 및 LED 전압 강하(VLD)의 합에서 다이오드(D6)의 도통 전압을 감산한 것과 동등할 것이다. 비반전 입력에 인가되는

전압은 반전 입력에 인가되는 전압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교기(U5)의 출력은 하이(예컨대, 입력 전압 VIN에 근접)일 것이

다.

  LED 광원(110)의 단락 어레이 조건을 위해, LED 전압 강하(VLD)는 0 volts에 근접한다. 그러므로, LED 전압 강하(VLD)

는 트랜지스터(Q3)의 베이스-에미터 접합 전압보다 작고, 이에 의해 트랜지스터(Q3)는 오프이고 컬렉터 트랜지스터에서

의 전압은 저항기(R19)에 의하여 풀 다운되며(pulled down) 다이오드(D6)는 도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교기(U5)의

반전 입력에 인가되는 전압은, 저항기(R19) 및 저항기(R22)에 의하여 확립되는 전압 분배기 인수에 의하여 감소되는 입력

전압(VIN)과 동등할 것이다. 제너 다이오드(Z4)의 도통 전압은 LED 전압 강하(VLD)를 초과하므로, 제너 다이오드(Z4)는

비-도전 상태에 있다. 비반전 입력에 인가되는 전압은 반전 입력에 인가되는 전압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교기(U5)의 출력

은 하이(예컨대, 입력 전압 VIN에 근접)일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추가적인 제너 다이오드 또는 전압 기준은 트랜지스터(Q3)의 에미터 경로에 삽입되어, 트랜지스터

(Q3)의 하나의 베이스-에미터 접합보다 작은 다른 전압 레벨을 검출할 수 있다.

  도 5는 LED 전류 감지기(25)(도 1) 또는 LED 전류 감지기(26)(도 1)에 채용될 수 있는 전압 출력(VO)을 갖는 차동 증폭

회로(differential amplification circuit)를 도시한다. 저항기(R23) 및 저항기(R25)는 오프셋 전압 소스(VOFF)에 접속된다.

저항기(R25), 저항기(R26) 및 저항기(R28)는 연산 증폭기(U6)의 반전 입력에 접속된다. 저항기(R24) 및 저항기(R27)는

연산 증폭기(U6)의 비반전 입력에 접속된다. 저항기(R23) 및 저항기(R24)는 접속된다. 저항기(R28)는 연산 증폭기(U6)

의 출력에 더 접속된다.

  동작에서, 연산 증폭기(U6)의 입력에 인가되는 전압은 저항기(R23)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급 전압(Vdd)보다 작다. 일 실

시예에서, 저항기(R25 및 R26)는, 연산 증폭기(U6)의 반전 입력에 절반의 오프셋 전압(VOFF)을 인가하도록 선택되고, 저

항기(R24 및 R27)는 적절한 공통 모드 배제(common mode rejection)(예컨대, 저항기 R28은 저항기 R26 및 R28의 병렬

결합에 동등함)를 획득하도록 선택된다. 결과적으로, 연산 증폭기(U6)의 이득은 소망하는대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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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및 실시예를 도시하는 것이지, 본 명세서에서 제시되는 본 개시 내용 또는

청구항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세서를 읽고 도면을 검토하면, 본 발명의 무

수한 다른 실시예가 가능하고 이러한 실시예는 청구되는 발명의 범위 내에서 고려되며 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당업자에게

는 자명할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개시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바람직한 것으로 현재 간주되지만, 본 발명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

으면서 다양한 변화 및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청부된 청구항에 지시되어 있으며, 균등물의 의미 및 범

위 내의 모든 변화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LED 광원(light source; 10)용 전원 공급기(power supply; 20)에 있어서,

  LED 전류 및 LED 전압을 포함하는 조절된 전원(regulated power)을 제공하도록 동작가능한 전원 컨버터(power

converter; 23); 및

  LED 광원(10)을 통한 상기 LED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도록 동작가능한 LED 제어 스위치(24)

  를 포함하고, LED 제어 스위치(24)는 LED 광원(10)의 초기 로딩 단계(initial loading stage) 동안 상기 LED 전류의 피크

(peak)를 클램프(clamp)하도록 동작가능한 전원 공급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LED 제어 스위치(24)는,

  상기 LED 전류가 피크 임계치(peak threshold) 미만일 때, LED 광원(10)으로부터 전원 컨버터(23)로의 전류 경로를 확

립하도록 동작가능한 스위치(SW1)

  를 포함하고, 스위치(SW1)는, 상기 LED 전류가 상기 피크 임계치를 초과할 때, 상기 전류 경로를 제거하도록(eradicate)

더 동작가능한 전원 공급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외부 조광 명령(external dim command)에 응답하여 스위치(SW1)에 펄스 폭 변조 신호(pulse width modulation

signal)을 제공하도록 동작가능한 LED PWM 조광기(dimmer)(29)

  를 더 포함하고,

  상기 펄스 폭 변조 신호는 램프 신호(ramp signal)를 초과하는 상기 조광 명령에 응답하여 타겟 펄스 폭을 가지며,

  상기 펄스 폭 변조 신호는 상기 조광 명령(dim command)을 초과하는 상기 램프 신호에 응답하여 최소 펄스 폭을 갖는

전원 공급기.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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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에 있어서, LED PWM 조광기(29)는,

  정확하고 온도에 둔감한 방식으로 상기 최소 펄스 폭을 확립하도록 동작가능한 비안정 다조파발진기 회로(astable

multivibrator circuit; 129)

  를 포함하는 전원 공급기.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LED PWM 조광기(29)는,

  상기 램프 신호 및 상기 조광 명령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타겟 펄스 폭을 확립하도록 동작가능한 비교기(U3)

  를 포함하는 전원 공급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LED PWM 조광기(29)는,

  최소 펄스 폭을 나타내는 비교기(U3)에 램프 신호를 제공하도록 동작가능한 램프 생성기(ramp generator)

  를 더 포함하는 전원 공급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LED PWM 조광기(29)는,

  정확하고 온도에 둔감한 방식으로 상기 최소 펄스 폭을 확립하도록 동작가능한 비안정 다조파발진기 회로(129)

  를 더 포함하는 전원 공급기.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LED 전압과 연관되는 LED 광원(10)의 동작 조건을 나타내는 검출 신호를 제공하도록 동작가능한 검출 회로(30)

  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검출 신호는 LED 광원(10)의 부하 조건(load condition)을 나타내는 제1 레벨을 가지며,

  상기 검출 신호는 LED 광원(10)의 단락 조건(short condition) 또는 개방 조건(open condition)을 나타내는 제2 레벨을

갖는 전원 공급기.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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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 동작 조건은, LED 광원(10) 양단의 LED 전압 강하(voltage drop)의 크기가 0 volts와 상기

LED 전압 사이임을 표시하는 전원 공급기.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단락 동작 조건은 LED 광원(10)에 걸친 LED 전압 강하의 크기가 0 volts에 근접함을 나타내는 전

원 공급기.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개방 동작 조건은 LED 광원(10)에 걸친 LED 전압 강하의 크기가 상기 LED 전압에 근접함을 나타

내는 전원 공급기.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LED 광원(10)을 통하여 흐르는 상기 LED 전류를 감지하도록 동작가능한 전류 감지기(25)

  를 더 포함하고, 전류 감지기(25)는,

  연산 증폭기(operational amplifier; U6); 및

  상기 차동 증폭기(differential amplifier)의 이득(gain)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전원 공급기.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LED 광원(10)에 인가되는 상기 LED 전압을 감지하도록 동작가능한 전압 감지기(26)

  를 더 포함하고, 전압 감지기(26)는,

  연산 증폭기(U6); 및

  상기 차동 증폭기의 이득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전원 공급기.

청구항 14.

  LED 광원(10)을 동작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LED 전류 및 LED 전압을 포함하는 조절된 전원을 LED 광원(10)에 제공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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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광원(10)을 통한 상기 LED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단계; 및

  LED 광원(10)의 초기 로딩 단계 동안 상기 LED 전류의 피크를 클램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LED 전압과 연관되는 LED 광원(10)의 동작 조건을 나타내는 검출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검출 신호는 LED 광원(10)의 정상 동작 조건(nomal operating condition)을 나타내는 제1 레벨을 가지며,

  상기 검출 신호는 LED 광원(10)의 단락 동작 조건 또는 개방 동작 조건을 나타내는 제2 레벨을 갖는 전원 공급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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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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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공개특허 10-2005-0089841

- 1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청구의 범위 7
도면 10
 도면1 10
 도면2 11
 도면3 12
 도면4 12
 도면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