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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28와트급의 고출력을 내는 압전트랜스포머로 구현되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구현가능한 28와트급의 고출

력용 일반 형광등을 위한 압전형 형광등 안정기용 구동회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교류전원을 직류로 변환출력하는 정류회로부와, 타려식 역률구동드라이버(IC)를 구비하여 상

기 정류회로부로부터 출력된 직류전원의 역률을 보상하여 레벨을 승압시키는 역률보상회로부와, 직렬연결된 고출력

압전트랜스포머와 인덕터를 포함하여 설정된 고주파교류전원을 상기 형광등에 인가하는 인버터 및 공진회로부로 이

루어지고, 상기 고출력 압전트랜스포머는 입력전극을 대략적인 마름모형상 또는 다이아몬드형상으로 이루어져, 발라

스트 캐패시터가 제거된 것이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형광등, 타려식, 압전트랜스포머, 고출력, 안정기, 역률보상회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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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압전소자를 이용한 안정 및 역률보상회로를 보인 회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압전형 형광등 안정기용 구동회로의 회로도이다.

도 3은 상기 본 발명에 의한 회로에 구비된 압전트랜스포머의 구성을 보이는 사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1 : 정류회로부

22 : 역률보상회로부 22a : 역률개선구동드라이버

23 : 인버터회로부 23a : 인버터구동드라이버

24 : 램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구현된 형광등의 안정 및 역률보상회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28와트급의 

고출력을 내는 압전트랜스포머를 이용하여 구현되어 일반 형광등에 적용가능한 압전소자를 이용한 압전형 형광등 안

정기용 구동회로에 관한 것이다.

기계적 진동을 이용하여 전압 변환 및 전력 전달 기능을 하는 압전트랜스포머는 기존의 권선형 트랜스포머에 비하여,

소형화가 쉽고, 자기적 차폐가 불필요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원회로 등 여러회로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압전트랜스포머가 냉음극관용 인버터용으로도 적용되고 있으며, 저출력의 형광등용 안정기에도 적

용되고 있다.

그중, 압전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저출력 형광등용 안정기의 구동회로 및 역률보상회로는 PbTi0  3 계나 Pb(Zr,Ti)0  3
계의 압전소자를 이용한다.

이때, 상기 압전트랜스포머는 출력이 최대 18Watt급의 저출력용으로서, 역률보상을 위하여 안정기에 챠지 펌프 캐패

시터(charge pump capacitor)(Cin)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 1은 종래 저출력 형광등용 안정기 및 역률보상회로를 도시한 회로도로서, 램프(11)에 병렬로 발라스트(ballast) 캐

패시터(Cext)를 연결하고, 상기 램프(11)를 압전트랜스(12)의 출력단에 연결하고, 상기 압전트랜스(12)의 입력단을 

트랜지스터(S1, S2)를 통해 정류단에 연결하고, 상기 압전트랜스(12)의 입력측에 역률개선을 위하여 클램핑다이오드

(D21),(D22)와 챠지펌프캐패시터(Cin)을 연결하여 구성한다.

상기에서, 발라스트 캐패시터(Cext)는 일반적으로 점등이 시작되기 전에는 부하특성이 높은 임피던스(예를 들어, 수 

㏁)를 가지고, 점등후에는 비교적 낮은 임피던스(예를 들어, 수 ㏀이하)를 갖는 형광등의 특성에 기인하여, 형광등의 

최초 인가 전압은 높아야만 하고 점등후에는 낮은 전압이 인가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구성을 이용하여 최대출력 18Watt의 고출력을 얻고자 한다면, 압전트랜스포머의 압전체를 병렬

로 연결하거나, 또는 적층형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품수의 증가나 제조공정이 복잡해짐으로서 가격이 상승하

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때, 역률보상을 위해 사용된 챠지펌프캐패시터는 역률(power factor)값이 낮아 규격을 만족하

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발라스트 캐패시터를 구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품수가 증가하여 제조공정이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28와트급의 고출력을 내는 압전트랜

스포머로 구현되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구현가능한 28와트급의 고출력용 일반 형광등을 위한 압전형 형광등 안정기

용 구동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수단으로서, 본 발명에 의한 압전형 형광등 안정기용 구동회로는

교류전원을 직류로 변환출력하는 정류회로부;

타려식 역률구동드라이버(IC)를 구비하여 상기 정류회로부로부터 출력된 직류전원의 역률을 보상하여 레벨을 승압시

키는 역률보상회로부; 및

직렬연결된 고출력압전트랜스포머와 인덕터를 포함하여 설정된 고주파교류전원을 상기 형광등에 인가하는 인버터 

및 공진회로부로 구성되어, 발라스트 캐패시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출원인에 의하여 기출원된 한국특허출원번호 2000-23901호, 동 2000-23902호, 동 2000-23

903호와 관련되며, 상기 특허출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압전형 형광등 안정기용 구동회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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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압전형 형광등 안정기용 구동회로를 도시한 회로도로서, 네 개의 정류다이오드(D1~D4)로 구

성된 브릿지정류회로로 이루어져 상용 교류입력전원(AC 100 ~ 220V)을 직류전원으로 변환하는 정류회로부(21)와, 

상기 정류회로부(21)로부터 출력되는 전원의 변환전 교류전원에 대한 역률을 보상하는 역률보상회로부(22)와, 설정

된 주파수의 펄스신호를 발생시켜 고출력용 압전트랜스포머(23b) 상의 캐패시터성분과 상기 압전트랜스포머(23b)와

직렬연결된 인덕터(L)를 공진시켜 설정된 고주파 교류전원을 램프(24a)에 인가하는 인버터및공진회로부(23)부와, 상

기 인버터및공진회로부(23)로부터 인가된 교류전원을 인가받아 점등/소등되는 램프(24a)로 이루어진 램프부(24)로 

구성된다.

상기에서, 고출력용 압전트랜스포머(23b)는  로 조성되고, 상기

에서 a는 0~0.06mol%, b는 0.01~0.05mol%, c는 0.01~0.09mol%, x는 0.47~0.53mol%, k는 0.1~0.7wt%로 이루

어진다.

상기 압전트랜스포머는 Pb(Zr,Ti)0  3 의 2성분계에 기계적 품질계수(Qm)와 전기기계결합계수(Kp)를 증가시키기 위

해  를 첨가하고, 소결온도를 낮추면서 유전율을 높이기 위해  을 첨가하여 4성분계로 함

으로써 28와트급의 고출력에 적합하도록 한 것이며, 또한,  이 공진주파수의 온도특성을 떨어뜨리는 것

을 방지하면서 유전율을 높이고 고전압을 가할때에도 물성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Pb의 일정량 대신 Sr을 첨가하기

도 한다.

상기와 같이 압전트랜스포머를 구현하는 조성물에 대한 설명은 본 발명의 출원인에 의하여 한국에 기출원된 특허출

원 2000-23901호 및 동특허출원 2000-23902호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상기 압전트랜스포머(23b)는 압전체블럭에 인가되는 응력이 최소화되어 압전체블럭에 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

지하고 압전체블럭의 파손이나 효율저하를 방지하고자, 입력전극의 형상을 압전체 블럭의 중앙부에 다이아몬드형 또

는 마름모형이나 대략적인 십자형상 등으로 형성하고, 그 주변에 출력전극을 입력전극과 소정 간격 떨어지도록 형성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압전트랜스포머의 실시예를 보이는 상면도(a) 및 그 단면도(b)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대략 육

면체형상으로 형성된 압전체블럭(101)과, 상기 압전체블럭(101)의 상면에 대략 마름모형상 또는 다이아몬드 형상으

로 이 루어진 입력전극(103)과, 상기 압전체블럭(101)의 상면에 입력전극(103)과 설정거리만큼 떨어져 형성되는 출

력전극(105) 및, 상기 압전체블럭(101)의 하면에 형성된 공통전극(107)으로 구성된다.

상기 도 3에 도시된 압전트랜스포머는 통상적으로 중앙쪽에서 응력이 크게 발생하고, 또한 전기적인 신호가 입력되어

기계적인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진동이 주로 입력전극과 출력전극쪽에서 강하게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여, 중앙영역

의 전극크기를 작게하여, 응력을 줄이고, 그 결과 열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압전트랜스포머의 구조 및 그 작용은 본 발명의 출원인에 의하여 기출원된 한국특허출원번호 2000-239

03호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상기 압전트랜스포머(23b)의 그 동작주파수는 66KHz로 한다.

상술한 구성의 안정기 및 역률보상회로는 정류회로부(21)에서 교류전원을 직류로 변환하고, 역률보상회로부(22)에서

변환된 직류에서 역률을 보상하며, 인버터 및 공진회로부(23)에서 구동드라이버(23a)가 스위칭트랜지스터(T1, T2)

를 설정된 주파수로 스위칭동작시켜 인덕터(L)과 압전트랜스포머(23b)의 캐패시턴스로 형성되는 직렬공진회로를 공

진시킨다. 즉, 상기 인덕터(L) 및 압전트랜스포머(23b)의 캐패시턴스성분으로 이루어진 직렬공진회로가 설정된 주파

수로 공진하여 고주파교류전원을 그 후단에 연결된 램프(24a)에 인가한다.

상기에서, 역류보상회로부(22)는 챠지펌프를 이용한 자려식(passive type)이 아니라 드라이브 IC를 사용한 타려식(a

ctive type)으로 구현한다. 왜냐하면, 자려식의 경우는 스위칭트랜지스터와 코일의 편차가 심하여 품질보증이 어렵고

제조시 불량률이 높은데 반하여, 타려식은 설계편차가 없고 품질이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기에서 타려식

드라이버를 사용한다.

본 발명에 따른 회로는 종래의 압전소자를 이용한 안정기와는 다르게 상기 도 2에 구비된 압전트랜스포머(23b)의 출

력특성이 28와트급 형광등의 부하특성과 잘 매칭되므로, 종래와 같은 초기 점등을 위한 발라스트 커패시터가 필요치 

않다.

즉, 점등전에 형광등이 높은 임피던스, 즉 수 ㏁를 가지더라도, 상기 압전트랜스포머(23b)의 기계적 품질계수가 충분

하여 출력특성이 충분히 높은 전압을 갖게되어 시동이 가능하게 되고, 점등후 상대적으로 낮은 임피던스, 예를 들어 9

50Ω(28와트급 형광등)를 가지더라도 안정된 전압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발라스트 캐패시터 없이도 회로구동이 가

능하게 된다.

따라서, 가격면에서 기존의 권선형 트랜스포머를 사용할때보다 훨씬 유리하게 되며, 특히 권선형 다등용 형광등용 안

정기의 설계시(2등용 4개, 3등용 6개등) 발라스트 캐패시터의 수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본 발명의 압전트랜스

포머를 채용하는 경우 발라스트 캐패시터의 사용이 불필요하므로 원가 절감 및 소형경량화를 위한 설계의 자유도를 

갖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입력측의 전원을 예를 들어 110~220V 사이로 변화시키거나, 램프를 프리볼트(14~28와트)로 변환

시키더라도, 안정적인 램프출력의 구현이 가능하다.

이는 입력측이 전압이 변화하거나 , 출력의 부하가 변하여도 압전트랜스포머(23b)의 압전특성이 램프와의 부합성에 

우수하여 L,C공진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1은 본 발명에 따른 안정 및 역률개선회로의 특성값을 타사의 제품과 비교한 테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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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안정기 종류
입력전압 입력전류 입력전력 역률

전류의 고조파 

함유율

crest fac

tor
주파수

비고

Vi[V] Ii[A] W PF THD[%] CF KHz

본 발명
120 0.287 34 0.99 7 1.4 66

시험 램프; T5 램프 오스

람 FH28W/ 860

220 0.153 34 0.98 10 1.4 66

Magnetek 120 0.29 34 0.99 10 1.5

Motorola 120 0.31 32 0.99 10 1.5

Sylvania 120 0.26 31 0.98 10 1.7

Advance 120 0.29 34 0.98 10

상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압전트랜스포머를 채용한 안정 및 역률보상회로를 제공한 경우, 우수

한 역률 및 전류의 고조파 함유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램프의 수명과 관련된 crest factor의 경우도 1,7 미만

으로 우수한 특성을 갖음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압전소자, 즉 고출력 압전체를 사용한 압전트랜스포머를 채용한 28watt급 형광등의 안

정기 및 역률보상회로를 제공함으로서, 발라스트 캐패시터가 불필요해져, 경량소형화를 위한 설계자유도 및 다등용 

설계시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으며, 또한, 압전트랜스포머의 압전특성이 램프와의 부합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110~22

0V의 프리볼트, 14~28와트의 프리와트가 가능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안정기의 설치가 용이해지고 재고감소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압전형 형광등 안정기용 구동회로에 있어서,

교류전원을 직류로 변환출력하는 정류회로부;

타려식 역률구동드라이버(IC)를 구비하여 상기 정류회로부로부터 출력된 직류전원의 역률을 보상하여 레벨을 승압시

키는 역률보상회로부; 및

직렬연결된 고출력압전트랜스포머와 인덕터를 포함하여 설정된 고주파교류전원을 상기 형광등에 인가하는 인버터 

및 공진회로부로 구성되며,

발라스트 캐패시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전형 형광등 안정기용 구동회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출력 압전트랜스포머는

대략 육면체형상으로 형성된 압전체블럭과, 상기 압전체블럭의 상면에 대략 마름모형상 또는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이루어진 입력전극과, 상기 압전체블럭의 상 면에 입력전극과 설정거리만큼 떨어져 형성되는 출력전극 및, 상기 압전

체블럭의 하면에 형성된 공통전극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전형 형광등 안정기용 구동회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소자를 이용한 형광등의 안정기 및 역률보상회로의 입력전압은 110~220V로 프리볼트이며, 압전트랜스포

머의 동작주파수는 66kHz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전형 형광등 안정기용 구동회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소자를 이용한 형광등의 안정기 및 역률보상회로의 출력 전력은 14~28와트로 프리와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전형 형광등 안정기용 구동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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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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