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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동작 불안정을 일으키지 않고 입력 전압 범위가 넓으며 출력 전압 범위가 넓은 DC-DC 컨버터와, 이것을 

이용한 전자 기기와, 컨버터 회로의 제어에 있어서 동작 불안정을 일으키지 않고, 컨버터 회로의 입력 전압 범위를 넓

게 또한 출력 전압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듀티비 설정 회로를 제공한다.

DC-DC 컨버터(10)는 컨버터 회로(110), 출력 전압 검지 회로(120) 외에, 듀티비 설정 회로(20)를 포함한다. 이 중, 

오차 증폭 회로(21)는 Vref1과 Vd를 비교하여 제어 전압(Vfb)을 출력한다. 펄스폭 변조 회로(25)는 삼각파 전압(Vct

)과 제어 전압(Vfb)을 비교하여 제1 펄스 신호(PWO)를,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26)는 소정의 온 듀티비의 제2 펄스

신호(PSO)를 출력한다. 선택 회로(27)는 제어 전압(Vfb)에 따라서 제1 펄스 신호(PWO) 또는 제2 펄스 신호(PSO)를 

선택하여 사각형파 신호(PS)로서 트랜지스터(M1)에 출력한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관련기술에 관한 DC-DC 컨버터의 회로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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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도시하는 DC-DC 컨버터의 각 부의 동작 파형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3은 도 1에 도시하는 DC-DC 컨버터에 대해서 제어 전압(Vfb)이 커진 경우의 각 부의 동작 파형을 도시하는 설명

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듀티비 설정 회로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 설명도.

도 5는 실시예에 따른 DC-DC 컨버터의 회로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6은 실시예에 따른 DC-DC 컨버터의 각 부의 동작 파형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7은 실시예에 따른 DC-DC 컨버터에 대해서 제어 전압(Vfb)이 커진 경우의 각 부의 동작 파형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8은 실시예에 따른 DC-DC 컨버터를 이용한 전자 기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9는 변형예에 따른 DC-DC 컨버터의 회로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10은 삼각파 발생 회로의 회로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11은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의 회로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12는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의 각 부의 동작 파형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전자 기기

10, 210 : DC-DC 컨버터

20, 220 : 듀티비 설정 회로

110 : 컨버터 회로

120 : 출력 전압 검지 회로

21 : 오차 증폭기(제어 전압 발생 회로)

23, 230 : 제1 펄스 신호 발생 회로

24, 240 : 삼각파 발생 회로(발진 회로)

25 : 펄스폭 변조 회로

26, 260 :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

27 : 선택 회로

28 : 전환 신호 발생 회로

30 : 전환 회로

31 : NAND 회로

32 : AND 회로

50 : 전자 기기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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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 : 입력 전압

Vout : 출력 전압

Vd : 검지 전압

Vref1 : 제1 기준 전압

Vfb : 제어 전압

Vref2 : 제2 기준 전압

Vct : 삼각파 전압

PC : 전환 신호

PWO : 제1 펄스 신호

PSO : 제2 펄스 신호

PN : NAND 출력신호

PS : 사각형파 신호

TM : 타이밍 신호

BI : 바이어스 신호

RT : 주파수 설정 저항

CT : 제1 콘덴서

C2 : 제2 콘덴서

BA : 전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DC-DC 컨버터, 전자 기기 및 듀티비 설정 회로에 관한 것이다.

직류 전압을 소정 레벨로 변환할 수 있는 DC-DC 컨버터는 소형화·고효율화에 따라, 다종 다양한 전자 기기의 전원 

장치에 사용되고, 그 사용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 기기, 특히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 전화 단말 등

의 휴대 전자 기기에서는 전원으로서 알칼리 전지 등의 1차 전지나 리튬 이온 전지, 니켈 수소 전지 등의 2차 전지 등

의 전지를 이용하여, 전자 기기 본체 내의 IC나 전자 회로, 모터 및 액정 표시 장치 등을 동작시키기 때문에, DC-DC 

컨버터는 필수적인 장치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DC-DC 컨버터는 사각형파 신호에 의한 스위칭 소자의 온/오프에 의해, 입력 전압을 이것과 상이한 전압

치의 출력 전압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 외에, 이 출력 전압의 전압치를 검지하여 검지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 및 이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출력 전압이 소정치로 제어되도록 사각형파 신호의 듀티비를 피드백 제어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DC-DC 컨버터의 출력 전압은 일정치로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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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자 기기, 특히 휴대 전자 기기의 장시간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전지가 충분한 에

너지를 갖고서 단자간 전압, 즉 입력 전압이 높은 상태뿐 아니라, 사용에 의해 에너지를 방출하여 단자간 전압(입력 

전압)이 낮아진 경우에도 동작 가능하며, 소정치의 출력 전압을 전자 기기 본체에 공급할 수 있는 DC-DC 컨버터가 

요구되고 있다. 즉, 동작 가능한 입력 전압의 범위가 넓은 DC-DC 컨버터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양의 기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력 전압의 설정 범위가 보다 넓은 DC-DC 컨버터도 요구

되고 있다.

그런데, DC-DC 컨버터에서는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가 100 %가 되면, 전압 변환할 수 없게 되어, 스텝업(step-

up)형에서는 출력 전압이 접지 전위까지 저하된다. 또한, 스텝다운(step-down)형에서는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전지

의 전압)까지 상승한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온 듀티비는 100 %를 초과할 수는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DC-DC 컨버터는 전지의 소모 등에 의해 입력 전압이 저하되면, 출력 전압을 소정치로 하기 위해서, 사각형

파 신호의 온 듀티비를 상승시켜 제어를 유지한다. 이 때문에, 결국에는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가 100 %에 가깝

게 된다.

이러한 경우, 노이즈나 전압 변동 등에 의한 근소한 출력 전압의 변동에 의해, 듀티비 설정 회로에서 설정하는 사각형

파 신호의 온 듀티비가 계산상 100 %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DC-DC 컨버터는 적절한 출력 전압을 출력할 수 

없게 되어, 출력 전압이 저하(스텝업형일 때) 또는 상승(스텝다운형일 때)되므로, 출력 전압의 실제치와 소정치의 차

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듀티비 설정 회로에서 설정하는 온 듀티비를 점점 더 큰 값으로 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되면, DC-DC 컨버터는 피드백 제어를 할 수 없게 되어, 출력 전압은 급속히 접지 전압까지 저하되거나 또는 

입력 전압까지 상승한다. 이 때문에, 전자 기기의 전원이 끊길 때까지 필요한 퇴피 동작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이하의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노이즈나 전압 변동 등을 예상하여, 듀티

비 설정 회로에서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온 듀티비를 100 %보다 낮춰(예컨대, 80 %) 설정해 둔다. 이에 따라, 사각형파

신호의 듀티비가 최대 온 듀티비가 되어, 피드백 제어가 불가능하게 된 이후에는 최대 듀티비로 결정되는 출력 전압

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한 퇴피 동작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 DC-DC 컨버터에서는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를 최대 온 듀티비 이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동작 가능한 입력 전압 범위가 좁거나 또는 출력 가능한 출력 전압 범위가 좁아진다.

그래서, 출력 전압 검지 회로의 검지 전압을 기초로 피드백 제어를 위해 적절한 온 듀티비의 제1 펄스 신호를 형성하

는 것과는 별도로, 최대 온 듀티비를 결정하는 고정된 온 듀티비를 갖는 제2 펄스 신호를 별도로 생성한다. 그리고, 제

1 펄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의 논리 처리에 의해, 온 듀티비가 작은 쪽의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도록 한 DC-DC 컨

버터가 제안되어 있다(도 1 참조). 이 DC-DC 컨버터(100)는 입력 단자(Pi)에 입력된 전지 등의 입력 전압(Vin)을 승

압하여, 출력 단자(Po)로부터 출력 전압(Vout)을 출력하는 DC-DC 컨버터이다. 이 DC-DC 컨버터(100)는 입력 전압

(Vin)을 출력 전압(Vout)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110)와, 출력 전압(Vout)에 따른 검지 전압(Vd)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120)와, 이 검지 전압(Vd)을 기초로 스위칭 소자(M1)에 인가하는 사각형파 신호(PS)의 온 듀티비(D

on)를 설정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130)를 갖고 있다.

이 중, 컨버터 회로(110)는 스위칭 소자인 N 채널 MOS 트랜지스터(M1), 코일(L1), 콘덴서(C1) 및 역류 방지용 다이

오드(D1)로 구성되어 있다. 트랜지스터(M1)의 드레인은 코일(L1)을 통해 직류 입력 전압(Vin)이 인가되고 있다. 또

한, 트랜지스터(M1)의 소스는 그라운드에 접속되어 있다. 다이오드(D1)는 애노드가 트랜지스터(M1)의 드레인에 접

속되고, 캐소드가 출력 단자(Po)에 접속되어 있다. 콘덴서(C1)는 출력 단자(Po)와 접지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M1)가 온·오프 제어됨으로써, 출력 단자(Po)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전압(Vout)은 입력 전압(Vin

)보다 높은 전압, 즉 승압되어 출력된다. 트랜지스터(M1)의 온 시간(Ton)과 오프 시간(Toff)의 비를 변화시킴으로써,

이 출력 전압(Vout)을 소정치로 제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력 전압(Vout)은 Vout={(Ton+Toff)/Toff}Vin=Vin/Doff에 의해 주어진다. 여기서, 오프 듀티비(D

off)는 Doff=Toff/(Ton+Toff)이다. 또한, 온 듀티비(Don)는 Don=Ton/(Ton+Toff)=1-Doff이다. 따라서, Doff+Do

n=1이 되기 때문에, Vout=Vin/Doff=Vin/(1-Don)이 된다.

출력 전압 검지부(120)에서는 출력 단자(Po)의 출력 전압(Vout)을 저항기(R1, R2)에서 저항 분할하여 검지 전압(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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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듀티비 설정 회로(130)에 입력한다.

듀티비 설정 회로(130)는 오차 증폭기(131), 삼각파 발진 회로(133), 펄스폭 변조 회로(134), 펄스 신호 발생 회로(13

5) 및 AND 회로(137)로 구성된다.

이 듀티비 설정 회로(130)의 동작에 대해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오차 증폭기(131)는 검지 전압(Vd)을 

기준 전압 발생 회로(132)에서 생성된 기 준 전압(Vref)과 비교하여, 양(兩) 전압(Vd, Vref)의 차 전압을 증폭하여 제

어 전압(Vfb)을 발생한다. 삼각파 발진 회로(133)는 최대치(Vcmax)와 최소치(Vcmin)의 범위에서 변화되는 삼각파 

형상의 삼각파 전압(Vct)을 출력한다[도 2의 (a) 참조]. 삼각파 발진 회로(133)에서 생성된 삼각파 전압(Vct)과 제어 

전압(Vfb)을 펄스폭 변조 회로(134)에서 비교하면, 제어 전압(Vfb)에 의해 펄스폭 변조(PWM)된 제1 펄스 신호(PW

O)가 생성된다[도 2의 (b) 참조]. 또한, 삼각파 발진 회로(133)는 삼각파 전압(Vct) 외에, 이 삼각파 전압(Vct)이 최

대치(Vcmax)가 된 타이밍(tmax)에 신호 레벨이 전환되는 타이밍 신호(TM)를 펄스 신호 발생 회로(135)에 출력한다

.

이 펄스 신호 발생 회로(135)에서는 타이밍 신호(TM)를 이용하여, 타이밍(tmax)에 상승하는 비교적 짧은 펄스폭의 

제2 펄스 신호(PSO)를 발생한다[도 2의 (c) 참조]. AND 회로(137)에는 제1 펄스 신호(PWO)와 제2 펄스 신호(PSO)

를 인버터(136)에서 반전시킨 반전 제2 펄스 신호(PSOx)를 입력한다. 그러면, 도 2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 

전압(Vfb)이 삼각파 전압(Vct)의 최대치(Vcmax)보다도 충분히 낮은 경우에는 제1 펄스 신호(PWO)가 선택되어 사각

형파 신호(PS)로서 출력된다[도 2의 (e) 참조]. 이 때, 피드백 제어에 의해, Vout=(R1+R2)Vref/R2와 Vout=Vin/(1-

Don)이 동시에 만족되도록 오차 증폭기(131)의 출력 전압(Vfb)이 제어되며, 펄스폭 변조 회로(134)가 출력하는 제1 

펄스 신호(PWO)[사각형파 신호(PS)]의 온 듀티비(Don)가 제어된다.

한편, 제어 전압(Vfb)이 삼각파 전압(Vct)의 최대치(Vcmax)에 근접하여, 제1 펄스 신호(PWO)의 로우 레벨의 폭이 

반전 제2 펄스 신호(PSOx)의 로우 레벨의 폭보 다도 좁아지면, 반전 제2 펄스 신호(PSOx)가 선택되어 사각형파 신호

(PS)로서 출력된다.

즉, 전지가 소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력 전압(Vin)이 높은 경우 등에는, 온 듀티비(Don)는 비교적 작은 값으로 충

분하기 때문에, AND 회로(137)에서 제1 펄스 신호(PWO)가 선택되며, 출력 전압(Vout)이 일정치로 유지된다. 그러

나, 전지가 소모 등에 의해 입력 전압(Vin)이 낮아지면, 온 듀티비(Don)는 큰 값이 된다. 그리고, 반전 제2 펄스 신호(

PSOx)의 온 듀티비(Don) 측이 작은 값이 되면, AND 회로(137)에서 반전 제2 펄스 신호(PSOx)가 선택되며, Vout=V

in/(1-Don)에 의해서 주어지는 출력 전압(Vout)이 출력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듀티비 설정 회로(130)에서 설정하

는 사각형파 신호(PS)의 온 듀티비의 최대치가 정해지고, 노이즈나 전압 변동 등에 상관없이, 반전 제2 펄스 신호(PS

Ox)가 갖는 최대 온 듀티비까지는 DC-DC 컨버터(100)를 구동할 수 있다. 또한, 온 듀티비(Don)가 100 %가 되는 것

이 방지되므로, 온 듀티비(Don)가 100 %가 되어 출력 전압(Vout)이 접지 전압까지 저하되거나 또는 입력 전압(Vin)

까지 상승하는 것도 방지된다. 이 때문에, 듀티비 설정 회로(130)에서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온 듀티비를 보다 100 %

에 가깝게 할(예컨대, 90 %로 함)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낮은 입력 전압(Vin)에서도 일정한 출력 전압(Vout)을 얻을 

수 있다. 또는, 보다 넓은 범위의 출력 전압(Vout)을 출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DC-DC 컨버터(100)에서는 AND 회로(137)에 입력되는 제1 펄스 신호(PWO)와 반전 제2 펄스 신호(PSO

x)는 펄스폭 변조 회로(134)와 펄스 발생 회로(135)에서 따로따로 생성되는 것이므로, 회로 지연에 의해 서로의 변화

타이밍에 약간 편차가 생겨 양자의 변화 타이밍을 일치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제어 전압(Vfb)이 삼각파 전압(

Vct)의 최대치(Vcmax)에 가까운 값이 되면, 도 3의 (a) 내지 도 3의 (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펄스 신호(PWO)와 

제2 펄스 신호(PSO)와의 변화 타이밍의 편차에 의해서, AND 회로(137)로부터 출력되는 사각형파 신호(PS)가, 제1 

펄스 신호(PWO)와 제2 펄스 신호(PSO)가 겹쳐진 이상(異常) 파형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 DC-DC 컨버터(100)의 동

작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회로 지연을 고려하여, 제2 펄스 신호(PSO)의 펄스폭을 극단적으로 좁게, 

즉 반전 제2 펄스 신호(PSOx) 및 제2 펄스 신호(PSO)의 온 듀티비를 극단적으로 크게 할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이 

형태에서도, 입력 전압의 범위나 출력 전압의 범위를 충분히 넓게 할 수는 없었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동작 불안정을 일으키지 않는 DC-DC 컨버터 또한 동작 가능한 

입력 전압 범위가 넓거나 또는 출력 가능한 출력 전압 범위가 넓은 DC-DC 컨버터 및 이것을 이용한 전자 기기를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컨버터 회로의 제어에 있어서, 동작 불안정을 일으키지 않는 듀티비 설정 회로 또한

컨버터 회로의 동작 가능한 입력 전압 범위를 넓게 또는 출력 가능한 출력 전압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듀티비 설정 

회로 및 이것을 이용한 전자 기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렇게 하여, 청구항 1에 기재된 해결 수단은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며, 이 스위칭 소자를 사각형파 신호에 따라 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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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여 입력 전압을 이것과 상이한 전압치의 출력 전압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와, 상기 출력 전압의 전압치를 검

지하여 검지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와,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상기 출력 전압이 소정치로 제어되

도록 온 듀티비가 설정된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생성하며, 상기 스위칭 소자에 출력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를 구비하는

DC-DC 컨버터로서, 상기 듀티비 설정 회로는 제1 기준 전압과 상기 검지 전압을 입력받으며, 그 차에 따른 제어 전

압을 출력하는 제어 전압 발생 회로와, 상기 제어 전압을 입력받으며, 상기 온 듀티비가 상기 제어 전압의 변화에 대하

여 단조롭게 변화되는 사각형의 제1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제1 펄스 발생 회로와,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사각형의 

제2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제2 펄스 발생 회로와, 상기 제1 펄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사각형파 신호로서 출력하는 선택 회로로서, 상기 제어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상기 제1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가 작

아지는 방향을 제1 방향으로 하고, 역으로 커지는 방향을 제2 방향으로 하면, 상기 제어 전압이 제2 기준 전압에 비하

여 상기 제1 방향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

준 전압에 비하여 상기 제2 방향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선택 회로를 포함

하는 DC-DC 컨버터이다.

이 DC-DC 컨버터에 따르면, 선택 회로에 있어서, 제어 전압과 제2 기준 전압의 비교에 의해, 제1 펄스 신호와 제2 펄

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이 때문에, 상기한 종래 기술과 달리, 온 듀티비가 커진 경우에, 사각형파 신호가 제

1 펄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가 겹쳐진 이상 파형으로 되는 일이 없어, DC-DC 컨버터의 동작 불안정을 일으킬 우려

가 없다. 또한, 양자의 변화 타이밍의 편차나 회로 지연을 고려하여 제2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제1 펄스 신호는 제어 전압이 제2 기준 전압보다 제1 방향 측의 값일 때 선택된다. 제1 방향은 제어 전압을 변화시켰

을 때 제1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가 작아지는 방향이다. 기동 개시 시점이나 제1 펄스 신호로부터 제2 펄스 신호로 전

환할 때 등의 과도적인 기간을 제외하면, 제1 펄스 신호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 제어 전압에 의해, 출력 전압이 소정치

가 되도록 온 듀티비가 제어된다. 즉, 피드백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한편, 제어 전압이 제2 기준 전압보다도 제2 방향 측의 값으로 되면, 제2 펄스 신호가 선택된다. 제2 펄스 신호는 소

정의 온 듀티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컨버터 회로에서는 Vout=Vin/(1-Don)에 따라서, 이 소정의 온 듀티비에 의해 

결정되는 출력 전압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제2 펄스 신호의 소정의 온 듀티비가 100 % 미만인 것은 물론이다.

또한, 본 명세서에 있어서, 온 듀티비는 컨버터 회로에 있어서, 스위칭 소자가 온으로 되는 시간 비율을 나타낸다. 따

라서, 듀티비 설정 회로 등에 있어서도, 스위칭 소자에 인가되는 사각형파 신호와 동일한 타이밍에 하이/로우 레벨이 

전환되는 펄스 신호에 대해서는 스위칭 소자가 온으로 되는 시간에 상당하는 측의 레벨의 계속 기간을 온 시간으로 

하고, 그 펄스 신호의 듀티비를 온 듀티비로서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임의의 펄스 신호에 있어서의 하이 레벨

이 스위칭 소자에 있어서의 온에 대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이 레벨의 계속 기간을 온 시간으로 하여, 온 듀티비를 계

산한다. 역으로, 임의의 펄스 신호에 있어서의 로우 레벨이 스위칭 소자에 있어서의 온에 대응하고 있는 경우에는 로

우 레벨의 계속 기간을 온 시간으로 하여, 온 듀티비를 계산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 있어서, 선택이란 선택되는 신호와 선택에 의해 얻어진 신호가 동일한 타이밍에 레벨 반전되고 있

는 관계로 되어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선택 회로에 있어서의 논리 처리를 위해, 선택 회로에 입력되는 제1 펄스 신호

또는 제2 펄스 신호와 출력되는 사각형파 신호가 동일한 타이밍에 레벨 반전하고 있는 관계로 되어 있으면, 서로 논리

반전된 관계로 되어 있더라도, 사각형파 신호는 제1 펄스 신호 또는 제2 펄스 신호를 선택한 것으로 한다.

또한, 청구항 1에 기재된 DC-DC 컨버터로서, 상기 제2 기준 전압은 상기 입력 전압을 감소시키더라도, 상기 출력 전

압을 소정치로 계속해서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온 듀티비의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상기 제어 전압보다도 

상기 제2 방향 측의 값을 갖는 DC-DC 컨버터로 하면 좋다.

본 발명의 DC-DC 컨버터에서는, 제2 기준 전압은 입력 전압을 감소시키더라도 출력 전압을 소정치로 계속해서 제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온 듀티비, 예컨대 99 %의 온 듀티비의 제1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제어 전압보다도 제2 방향 측의

값을 갖는다. 이 때문에, 제1 펄스 신호를 이용하여 피드백 제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어 전압이 제2 기준 

전압보다도 제2 방향 측으로 편의되는 일이 없으므로, 제1 펄스 신호를 이용하여 피드백 제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

이면서, 강제적으 로 제2 펄스 신호가 사각형파 신호로서 선택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즉, 사각형파 신호로서 제1 펄

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 전압을 소정치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입력 전압의 저하 등에 의해서, 이미 출력 전압을 소정

치로 유지하는 제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제어 전압이 제2 기준치보다도 제2 방향 측의 값이 되어, 제2 펄

스 신호가 선택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제1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가 거의 100 %가 될 때까지 제1 펄스 신호에 따라 피드백 제어를

계속할 수 있다. 단, 현실적으로는 사각형파 신호의 노이즈나 전압 변동 등에 의한 변동, 또는 코일이나 스위칭 소자 

등의 특성의 영향으로 컨버터 회로에서 전압 변환할 수 있는 최대의 온 듀티비 등, DC-DC 컨버터를 구성하는 회로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피드백 제어를 계속할 수 있는 온 듀티비의 상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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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DC-DC 컨버터에서는 이것을 구성하는 회로의 특성으로 결정되며, 피드백 제어를 계속할 수 있는 

온 듀티비의 상한까지 제1 펄스 신호에 따라 피드백 제어를 계속할 수 있다. 즉, 이 DC-DC 컨버터에 따르면, 비록 입

력 전압이 저하되더라도 이것을 구성하는 회로의 특성에 의해 제한되는 온 듀티비의 상한까지 피드백 제어에 의해 소

정치의 출력 전압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력 전압 범위로서 최대의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출력 전압 범위도 

최대의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기재된 DC-DC 컨버터로서,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제어 전압을 상기 제2 기준 전압

과 비교하여,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 상기 제1 방향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는 상기 제1 펄스 신

호의 선택을 지시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 상기 제2 방향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는 상기 제2

펄스 신호의 선택을 지시하는 전환 신호를 출력하는 전환 신호 발생 회로와, 상기 전환 신호, 상기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를 입력받으며 상기 전환 신호에 따라서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전환

회로를 포함하는 DC-DC 컨버터로 하면 좋다.

본 발명의 DC-DC 컨버터에서는, 선택 회로는 제어 전압과 제2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전환 신호를 출력하는 전환 신

호 발생 회로와, 전환 신호에 따라 제1 펄스 신호 또는 제2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전환 회로를 포함한다. 이 

때문에, 간이한 구성으로 제어 전압에 기초하여 제1 펄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각형파 신

호로서 출력할 수 있다.

또는,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기재된 DC-DC 컨버터로서,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

에 비하여 작은 값일 때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큰 

값일 때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선택 회로이며, 상기 제어 전압을 제2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도 작을 때에 전환 신호를 로우 레벨로 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

압보다도 클 때에 상기 전환 신호를 하이 레벨로 하는 전환 신호 발생 회로와, 상기 전환 신호, 상기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를 입력받으며, 상기 전환 신호에 따라서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전

환 회로로서, 상기 전환 신호가 로우 레벨일 때에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전환 신호가 하이 레벨일 때에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전환 회로를 포함하는 DC-DC 컨버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DC-DC 컨버터에서는, 선택 회로는 제어 전압과 제2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전환 신호를 출력하는 전환 신호 발생 

회로와, 전환 신호에 따라 제1 펄스 신호 또는 제2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전환 회로를 포함한다. 이 때문에, 

간이한 구성으로 제어 전압에 기초하여 제1 펄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각형파 신호로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DC-DC 컨버터로서,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전환 신호와 제2 펄스 신호를 입력받는 NAND 회로와, 상기 

제1 펄스 신호와 상기 NAND 회로의 출력을 입력받는 AND 회로를 포함하는 DC-DC 컨버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DC-DC 컨버터에서는, 전환 회로에 NAND 회로와 AND 회로를 갖고 있으며, 간이한 구성으로 전환 신호에 기초

하여 제1 펄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각형파 신호로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DC-DC 컨버터로서, 상기 제1 펄스 발생 회로는 상기 제1 펄스

신호의 주파수를 설정하는 주파수 설정 회로를 갖고, 상기 제2 펄스 발생 회로는 상기 제1 펄스 신호와 동기하는 상기

제2 펄스 신호로서, 설정되는 상기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의 주파수에 상관없이, 온 듀티비가 일정한 제2 펄

스 신호를 발생하는 DC-DC 컨버터로 하면 좋다.

DC-DC 컨버터는 이것을 사용하는 전자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스위칭 소자를 온/오프시키는 사각형파 신호의 주파

수를 적절하게 선택 및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제1 펄스 신호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제2 

펄스 신호의 주파수도 동기하여 변화되는 경우, 펄스폭을 고정해 두면, 이 온 듀티비는 변화 전과는 상이한 고정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2 펄스 신호를 사각형파 신호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력 전압은 Vout=Vin/(1-Don)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온 듀티비(Don)가 설정되는 주파수에 따라 변화함으로써 출력 전압까지 변화하게 되어 바람

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본 발명의 DC-DC 컨버터에서는 제1 펄스 발생 회로에 주파수 설정 회로를 갖고, 상기 제2 펄스 발생 

회로에서는 제1 펄스 신호에 동기하며 또한 주파수에 상관없이 온 듀티비가 일정한 제2 펄스 신호를 발생한다. 제1 

펄스 신호의 주파수를 주파수 설정 회로에 의해서 적절하게 설정하더라도, 제2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가 일정하게 유

지되므로, 제2 펄스 신호를 사각형파 신호로서 이용하는 경우에, 설정하는 주파수에 따라 출력 전압이 변동되는 일이 

없어진다.

또한, 청구항 4에 기재된 DC-DC 컨버터로서, 상기 제1 펄스 신호 발생 회로는 제1 콘덴서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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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서에 소정의 전류량을 유입시키는 제1 기간과, 상기 제1 콘덴서로부터 상기 소정의 전류량을 유출시키는 제2 기간

을 교대로 발생시키고, 상기 제1 콘덴서의 단자간 전압을 삼각형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삼각파 발생 회로로서, 상기 제

1 기간으로부터 제2 기간으로의 전환 타이밍에 전압 레벨이 하이로부터 로우 또는 로우로부터 하이로 전환되는 타이

밍 신호를 출력하는 삼각파 발생 회로를 갖고, 상기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는 상기 소정 전류량과 동일한 미 러 전류

를 흘리는 전류 미러 회로와, 상기 제1 콘덴서보다 작은 정전 용량을 갖는 제2 콘덴서와, 상기 타이밍 신호에 따라서 

상기 제2 콘덴서에의 상기 미러 전류의 유입에 의한 충전 및 이 제2 콘덴서의 방전을 교대로 전환하여 행하는 충방전 

회로와, 상기 제2 콘덴서에의 상기 충전시에 있어서 이 제2 콘덴서의 단자간 전압이 소정 전압 레벨을 초과하는 타이

밍 및 상기 타이밍 신호의 전환 타이밍에 기초하여,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논리 처리 회로를 갖는 DC-DC 

컨버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DC-DC 컨버터에서는, 제1 펄스 신호 발생 회로는 삼각파를 발생하는 것 외에, 이 삼각파가 최대치가 되는 타이밍

에 전압 레벨이 전환되는 타이밍 신호를 출력하는 삼각파 발생 회로를 갖는다. 또한,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는 전류 

미러 회로와 제2 콘덴서와 타이밍 신호에 따라서, 제2 콘덴서에의 미러 전류에 의한 충방전을 전환하는 충방전 회로

와, 제2 콘덴서의 충전시에 있어서의 단자간 전압이 소정 전압 레벨을 초과하는 타이밍과 타이밍 신호의 전환 타이밍

에 기초하여 제2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논리 처리 회로를 갖는다.

따라서, 제1 펄스 신호 발생 회로에서는, 예컨대 소정의 전류량을 결정하는 저항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삼각파의 주파

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삼각파에 동기한 타이밍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에서는 이 

삼각파에 동기한, 따라서 이 삼각파로부터 생성되는 제1 펄스 신호에 동기한 제2 펄스 신호를 생성할 수 있으며, 삼각

파에 따라서 제1 펄스 신호의 주파수를 변경하더라도, 제2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5에 기재된 다른 해결 수단은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며, 이 스위칭 소자를 사각형파 신호로부터 스위칭하

여 입력 전압을 이것과 상이한 전압치의 출력 전압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와, 상기 출력 전압의 전압치를 검지하여

검지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와,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상기 출력 전압이 소정치가 되도록 온 듀티

비를 설정한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상기 스위칭 소자에 출력하여 피드백 제어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를 구비하는 DC-

DC 컨버터로서, 상기 듀티비 설정 회로는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상기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가 실

질적으로 100 %가 되어 상기 피드백 제어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발생하는 DC-DC 컨버터이다.

DC-DC 컨버터에서는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가 실질적으로 100 %가 되면, 컨버

터 회로에서는 이미 전압 변환을 할 수 없고 출력 전압이 저하 또는 상승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을 소정치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점점 더 온 듀티비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피드백 제어하고자 하기 때문에, 피드백 제어

가 불가능하게 되어 출력 전압이 접지 전위까지 저하 또는 입력 전압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본 발명의 DC-DC 컨버터에서는 피드백 제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듀티비를 갖는 사각형

파 신호를 발생한다. 이 때문에, 피드백 제어에 의해서 출력 전압을 소정치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만, 소정의 온 듀

티비에 의해서 정해지는 출력 전압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DC-DC 컨버터로 구동되는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 전화 단말, 모터 제어 등에 있어서, 전지의 소모 등에 의

해 입력 전압이 저하된 경우에도 소정의 퇴피 동작을 행하는 등, 입력 전압의 저하에 대응하게 하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

또한, 이 DC-DC 컨버터에서는, 온 듀티비가 실질적으로 100 %가 될 때까지 피드백 제어에 의해서 출력 전압을 일정

치로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DC-DC 컨버터에서는 입력 전압 범위를 가장 크게 취할 수 있고 또한 출력 전압 

범위를 가장 크게 취할 수 있다.

한편, 본 명세서에 있어서, 온 듀티비가 실질적으로 100 %인 경우란 온 듀티비가 100 %가 된 경우 외에 이하를 포함

한다. 즉,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가 큰 값(예컨대, 99.5 %)이 되어, 가령 스위칭 소자에 이 사각형파 신호를 입력

하더라도, 컨버터 회로의 스위칭 소자나 코일 등 그 밖의 회로 소자의 특성에 의해, 온 듀티비 100 %의 신호를 입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력 전압이 접지 전위까지 저하되거나 또는 입력 전압까지 증가하는 온 듀티비를 포함한다.

또한, 청구항 6에 기재된 다른 해결 수단은 상기 어느 한 항에 기재된 DC-DC 컨버터와, 상기 DC-DC 컨버터에 상기 

입력 전압을 공급하는 전지와, 상기 DC-DC 컨버터의 상기 출력 전압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전자 기기 본체를 포함하

는 전자 기기이다.

이 전자 기기에서는 전지를 전원으로 하여 상기한 DC-DC 컨버터로 전압 변환하여 전자 기기 본체를 구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지의 소모에 의해서 DC-DC 컨버터에의 입력 전압이 저하되어, 온 듀티비가 커진 경우에, DC-DC 컨버

터의 동작이 불안정하게 되는 일이 없다. 또한, 스위칭 소자의 온 듀티비가 커져 피드백 제어를 계속할 수 없게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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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일정치의 출력 전압을 얻어 전자 기기 본체를 구동할 수 있으므로, 전자 기기 본체의 전지에 의한 사용 가능 시

간이 보다 길어진 전자 기기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피드백 제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제2 펄스 신호인 소정의 온 듀티비의 사각형파 신호로 스위칭 소자를 

온/오프시킬 수 있으므로, 이 소정의 온 듀티비와 입력 전압(전지의 단자간 전압)에 의해 결정되는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나 시스템 정보를 메모리로 퇴피시키는 등, 전원이 끊어지기 전에 필요한 퇴피 동작을 행하게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전자 기기로서는 전지에 의해서 DC-DC 컨버터를 구동하고, 그 출력 전압을 이용하여 전자 기기 본

체를 구동하는 것이라면 어느 것도 좋다.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노트북형 등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 휴대 전화 단말, 

컴팩트 디스크 및 DVD 등의 기록 매체에 화상이나 음성 그 밖의 정보를 기록하거나 또는 판독하기 위한 휴대용 녹음 

기기, 녹화 기기 및 재생 기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청구항 7에 기재된 다른 해결 수단은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며, 이 스위칭 소자를 사각형파 신호에 따라 스위칭

하여 입력 전압을 이것과 상이한 전압치의 출력 전압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와, 상기 출력 전압의 전압치를 검지

하여 검지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를 포함하는 DC-DC 컨버터에 이용하고,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상기 출력 전압이 소정치로 제어되도록 상기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를 설정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제1 기준 

전압과 상기 검지 전압을 입력받고, 그 차에 따른 제어 전압을 출력하는 제어 전압 발생 회로와, 상기 제어 전압을 입

력받으며, 온 듀티비가 상기 제어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단조롭게 변화되는 사각형의 제1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제1 

펄스 발생 회로와,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사각형의 제2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제2 펄스 발생 회로와, 상기 제1 펄

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선택 회로로서, 상기 제어 전압이 변화되었을 때 상기 제

1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가 작아지는 방향을 제1 방향으로 하고, 역으로 커지는 방향을 제2 방향으로 하면, 상기 제어

전압이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상기 제1 방향 측의 값일 때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고, 상기 제어 전

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상기 제2 방향 측의 값일 때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선택 회로를

포함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이다.

본 발명의 듀티비 설정 회로는 컨버터 회로와 출력 전압 검지 회로를 구비하는 DC-DC 컨버터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제어 전압 발생 회로, 제1 펄스 발생 회로 및 제2 펄스 발생 회로 외에 선택 회로를 갖고, 제어 전압과 제2 기준 전압

의 비교 결과에 따라서, 제어 전압에 따라서 온 듀티비가 변화되는 제1 펄스 신호와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제2 펄

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이 때문에, 상기한 종래 기술의 DC-DC 컨버터(100)에 있어서의 듀티비 설정 회로

(130)와 상이하게 온 듀티비가 커진 경우에, 사각형파 신호가 제1 펄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가 겹쳐진 이상 파형으

로 되는 일이 없다. 따라서, DC-DC 컨버터(100)의 동작 불안정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또한, 양자의 변화 타이밍의 

편차나 회로 지연을 고려하여 제2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듀티비 설정 회로에 따르면, 제어 전압이 제2 기준 전압보다도 제1 방향 측인 경우에는, 제어 전압에 따른 온

듀티비를 갖는 사각형파 신호(제1 펄스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컨버터 회로의 스위칭 소자의 온/오프를 제

어하여 출력 전압을 일정치로 유지하도록 피드백 제어를 행할 수 있다. 한편, 제어 전압이 제2 방향 측, 즉 온 듀티비

가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제2 기준 전압을 초과하면,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사각형파 신호(제2 펄스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원 전지의 소모에 의해 DC-DC 컨버터의 입력 전압이 저하되는 등으로, 이 듀티비 설정

회로에 가해지는 제어 전압이 제2 방향으로 크게 변화되더라도, 스위칭 소자에 가해지는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

가 100 %가 되어, 출력 전압이 접지 전위까지 저하되거나 입력 전압까지 증가하는 일이 없다.

또한, 청구항 7에 기재된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DC-DC 컨버터에 이용했을 때, 상기 제2 기준 전압은 상기 입력

전압을 감소시키더라도, 상기 출력 전압을 소정치로 계속해서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온 듀티비의 상기 제1 펄스 신

호를 생성하는 상기 제어 전압보다도 상기 제2 방향 측의 값을 갖는 듀티비 설정 회로로 하면 좋다.

본 발명의 듀티비 설정 회로는 이것을 DC-DC 컨버터에 이용했을 때, 입력 전압을 감소시키더라도, 출력 전압을 소정

치로 계속해서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온 듀티비, 예컨대 99 %의 온 듀티비의 제1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제어 전압

보다도, 제2 기준 전압은 제2 방향 측의 값을 갖는다. 이 때문에, 이 듀티비 설정 회로를 이용한 DC-DC 컨버터에서는

, 제1 펄스 신호를 이용하여 피드백 제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어 전압이 제2 기준 전압보다도 제2 방향 측

으로 편의되는 일이 없다. 따라서, 제1 펄스 신호를 이용하여 피드백 제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면서, 강제적으로 

제2 펄스 신호가 사각형파 신호로서 선택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즉, 사각형파 신호로서 제1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 전압을 소정치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입력 전압의 저하 등에 의해서 이미 출력 전압을 소정치로 유지하는 제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제어 전압이 제2 기준치보다도 제2 방향 측의 값이 되어 제2 펄스 신호가 선택되게 된

다.

이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제1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가 거의 100 %가 될 때까지, 제1 펄스 신호에 따라 피드백 제어

를 계속할 수 있다. 단, 현실적으로는 사각형파 신호의 노이즈나 전압 변동 등에 의한 변동, 또는 코일이나 스위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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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의 특성의 영향으로 컨버터 회로에서 전압 변환할 수 있는 최대의 온 듀티비 등, DC-DC 컨버터를 구성하는 회

로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 피드백 제어를 계속할 수 있는 온 듀티비의 상한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듀티비 설정 회로를 이용한 DC-DC 컨버터에서는 이것을 구성하는 회로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 

피드백 제어를 계속할 수 있는 온 듀티비의 상한까지 제1 펄스 신호에 따라 피드백 제어를 계속할 수 있다. 즉, 이 듀

티비 설정 회로를 이용한 DC-DC 컨버터에 따르면, 가령 입력 전압이 저하되더라도, 이것을 구성하는 회로의 특성으

로 제한되는 온 듀티비의 상한까지 피드백 제어에 의해 소정치의 출력 전압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력 전압 범위로

서 최대의 범위를 확 보할 수 있다. 또한, 출력 전압 범위도 최대의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7 또는 청구항 8에 기재된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제어 전압을 상기 제2 기준 전

압과 비교하여,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 상기 제1 방향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는 상기 제1 펄스 

신호의 선택을 지시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 상기 제2 방향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는 상기 

제2 펄스 신호의 선택을 지시하는 전환 신호를 출력하는 전환 신호 발생 회로와, 상기 전환 신호, 상기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를 입력받으며, 상기 전환 신호에 따라서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전환 회로를 포함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듀티비 설정 회로에서는, 선택 회로는 제어 전압과 제2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전환 신호를 출력하는 전환 신호 발

생 회로와, 전환 신호에 따라 제1 펄스 신호 또는 제2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전환 회로를 포함한다. 이 때문

에, 간이한 구성으로 제어 전압에 기초하여, 제1 펄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각형파 신호

로서 출력할 수 있다.

또는, 청구항 7 또는 청구항 8에 기재된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

압에 비하여 작은 값일 때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큰 값일 때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선택 회로이며, 상기 제어 전압을 제2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상

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도 작을 때에 전환 신호를 로우 레벨로 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도 클 때에 상기 전환 신호를 하이 레벨로 하는 전환 신호 발생 회로와, 상기 전환 신호, 상기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를 입력받으며, 상기 전환 신호에 따라서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전환 회로로서, 상기 전환 신호가 로우 레벨일 때에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전환 신호가 하이 레벨일 때

에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전환 회로를 포함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듀티비 설정 회로에서는, 선택 회로는 제어 전압과 제2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전환 신호를 출력하는 전환 신호 발

생 회로와, 전환 신호에 따라 제1 펄스 신호 또는 제2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전환 회로를 포함한다. 이 때문

에, 간이한 구성으로 제어 전압에 기초하여 제1 펄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각형파 신호로

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전환 신호와 제2 펄스 신호를 입력받는 NAND 회로와, 상기

제1 펄스 신호와 상기 NAND 회로의 출력을 입력받는 AND 회로를 포함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듀티비 설정 회로에서는 전환 회로에 NAND 회로와 AND 회로를 갖고 있어, 간이한 구성으로 전환 신호에 기초하

여 제1 펄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각형파 신호로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7 또는 청구항 8에 기재된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제1 펄스 발생 회로는 상기 제1 펄스 신호의 주

파수를 설정하는 주파수 설정 회로를 갖 고, 상기 제2 펄스 발생 회로는 상기 제1 펄스 신호와 동기하는 상기 제2 펄

스 신호로서, 설정되는 상기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의 주파수에 상관없이, 온 듀티비가 일정한 제2 펄스 신

호를 발생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C-DC 컨버터는 이것을 사용하는 전자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스위칭 소자를 온/오프시키는 사각형파 신호의 주파

수를 적절하게 선택 및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제1 펄스 신호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제2 

펄스 신호의 주파수도 동기하여 변화되는 경우, 제2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는 변화 전과는 상이한 고정치가 되는 경우

가 있다. 그러나, 제2 펄스 신호를 사각형파 신호로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력 전압은 Vout=Vin/(1-Don)에 의

해 결정되기 때문에, 온 듀티비(Don)가 주파수에 의해서 변동됨으로써, 출력 전압까지 주파수에 의해서 변동되게 되

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이 듀티비 설정 회로에서는 제1 펄스 발생 회로에 주파수 설정 회로를 갖고, 상기 제2 펄스 발생 회로에

서는 제1 펄스 신호에 동기하며 또한 주파수에 상관없이 온 듀티비가 일정한 제2 펄스 신호를 발생한다. 제1 펄스 신

호의 주파수를 주파수 설정 회로에 의해 적절하게 설정하더라도, 제2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제2 펄스 신호를 사각형파 신호로서 이용하는 경우에, 본 발명의 듀티비 설정 회로를 이용한 DC-DC 컨버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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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주파수에 의해서 출력 전압이 변동되는 일이 없어진다.

또한, 상기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제1 펄스 신호 발생 회로는, 제1 콘 덴서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콘덴서에 소정

의 전류량을 유입시키는 제1 기간과, 상기 제1 콘덴서로부터 상기 소정 전류량을 유출시키는 제2 기간을 교대로 발생

시키며, 상기 제1 콘덴서의 단자간 전압을 삼각형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삼각파 발생 회로로서, 상기 제1 기간으로부

터 제2 기간으로의 전환 타이밍에 전압 레벨이 하이로부터 로우 또는 로우로부터 하이로 전환되는 타이밍 신호를 출

력하는 삼각파 발생 회로를 갖고, 상기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는 상기 소정의 전류량과 동일한 미러 전류를 흘리는 

전류 미러 회로와, 상기 제1 콘덴서보다 작은 정전 용량을 갖는 제2 콘덴서와, 상기 타이밍 신호에 따라서 상기 제2 

콘덴서에의 상기 미러 전류의 유입에 의한 충전 및 이 제2 콘덴서의 방전을 교대로 전환하여 행하는 충방전 회로와, 

상기 제2 콘덴서에의 상기 충전시에 있어서 이 제2 콘덴서의 단자간 전압이 소정 전압 레벨을 초과하는 타이밍 및 상

기 타이밍 신호의 전환 타이밍에 기초하여,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논리 처리 회로를 갖는 듀티비 설정 회로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듀티비 설정 회로에서는, 제1 펄스 신호 발생 회로는 삼각파를 발생하는 것 외에, 이 삼각파가 최대치가 되는 타이

밍에 전압 레벨이 전환되는 타이밍 신호를 출력하는 삼각파 발생 회로를 갖는다. 또한,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는 전

류 미러 회로와 제2 콘덴서와 타이밍 신호에 따라서, 제2 콘덴서에의 미러 전류에 의한 충방전을 전환하는 충방전 회

로와, 제2 콘덴서의 충전시에 있어서의 단자간 전압이 소정 전압 레벨을 초과하는 타이밍과 타이밍 신호의 전환 타이

밍에 기초하여 제2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논리 처리 회로를 갖는다.

따라서, 제1 펄스 신호 발생 회로에서는, 예컨대 제1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나 소정의 전류량을 결정하는 저항치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삼각파의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삼각파에 동기한 타이밍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에서는 이 삼각파에 따라서 이 삼각파로부터 생성하는 제1 펄스 신호에 동기한 제2 펄스 신호를 

생성할 수 있으며, 삼각파에 따라서 제1 펄스 신호의 주파수를 변경하더라도, 제2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9에 기재된 다른 해결 수단은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며, 이 스위칭 소자를 사각형파 신호에 따라 스위칭

하여 입력 전압을 이것과 상이한 전압치의 출력 전압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와, 상기 출력 전압의 전압치를 검지

하여 검지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를 구비하는 DC-DC 컨버터에 이용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상기 출력 전압이 소정치가 되도록 온 듀티비를 설정한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상기 스위칭 소

자에 출력하여 피드백 제어하고,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상기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가 실질적으로

100 %가 되어 상기 피드백 제어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발생

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이다.

DC-DC 컨버터에서는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가 실질적으로 100 %가 되면, 컨버

터 회로에서는 이미 전압 변환을 할 수 없고, 출력 전압이 저하 또는 상승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을 소정치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점점 더 온 듀티비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피드백 제어하 고자 하기 때문에, 피드백 제어

가 불가능하게 되어 출력 전압이 접지 전위까지 저하되거나 또는 입력 전압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본 발명의 듀티비 설정 회로를 이용한 DC-DC 컨버터에서는, 피드백 제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듀

티비 설정 회로로서 소정의 듀티비를 갖는 사각형파 신호를 발생한다. 이 때문에, 피드백 제어에 의해서 출력 전압을 

소정치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지만, 소정의 온 듀티비에 의해서 정해지는 출력 전압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듀티비 설정 회로를 이용한 DC-DC 컨버터로 구동되는 노트북형 컴퓨터나 휴대 전화 단

말, 모터 제어가 필요한 전자 기기 등에 있어서, 전지의 소모 등에 의해 입력 전압이 저하된 경우에도, 데이터나 시스

템 정보의 메모리로의 퇴피 등, 소정의 퇴피 동작을 하는 등, 입력 전압의 저하에 대해 소정의 필요에 대응하게 하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

또한, 이 듀티비 설정 회로를 이용한 DC-DC 컨버터에서는, 온 듀티비가 실질적으로 100 %가 될 때까지 피드백 제어

에 의해서 출력 전압을 일정치로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듀티비 설정 회로를 이용한 DC-DC 컨버터에서는 입

력 전압 범위를 크게 취할 수 있고 또한 출력 전압 범위를 크게 취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10에 기재된 다른 해결 수단은 DC-DC 컨버터로서, 상기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듀티비 설정 회로와 상기

컨버터 회로와 상기 출력 전압 검지 회로를 구비하는 DC-DC 컨버터와, 상기 DC-DC 컨버터에 상기 입력 전압을 공

급하는 전지와, 상기 DC-DC 컨버터의 상기 출력 전압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전자 기기 본체를 포함하는 전자 기기이

다.

이 전자 기기에서는 전지를 전원으로 하고, 상기한 듀티비 설정 회로를 이용한 DC-DC 컨버터로 전압 변환을 행하여 

전자 기기 본체를 구동한다. 이 때문에, 전지의 소모에 의해서 DC-DC 컨버터에의 입력 전압이 저하되어 온 듀티비가



공개특허 특2003-0068409

- 12 -

커진 경우에, DC-DC 컨버터의 동작이 불안정하게 되는 일이 없다. 또한, 스위칭 소자의 온 듀티비가 커져 피드백 제

어를 계속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일정치의 출력 전압을 얻어 전자 기기 본체를 구동할 수 있으므로, 전자 기기 본체의 

전지에 의한 사용 가능 시간이 보다 길어진 전자 기기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피드백 제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제2 펄스 신호인 소정의 온 듀티비의 사각형파 신호로 스위칭 소자를 

온/오프시킬 수 있으므로, 이 소정의 온 듀티비와 입력 전압(전지의 단자간 전압)에 의해 결정되는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나 시스템 정보를 메모리로 퇴피하는 등, 전원이 끊어지기 전에 필요한 퇴피 동작을 행하게 하

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전자 기기로서는 전지에 의해서 듀티비 설정 회로를 이용한 DC-DC 컨버터를 구동하고, 그 출력 전

압을 이용하여 전자 기기 본체를 구동하는 것이면 어느 것이라도 좋지만, 예컨대 노트북형 등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 

휴대 전화 단말, 컴팩트 디스크 및 DVD 등의 기록 매체에 화상이나 음성 그 밖의 정보를 기록하거나 또는 판독하기 

위한 휴대용 녹음 기기, 녹화 기기 및 재생 기기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C-DC 컨버터(10), 듀티비 설정 회로(20) 및 전자 기기(1)를 도 4 내지 도 8의 도면을 참

조하면서 설명한다. 우선, 도 4에 의해, 이 실시예에 있어서의 듀티비 설정 회로(20)의 동작의 원리를 설명한다. 제1 

펄스 신호 발생 회로(23)에서는 다음에 후술하는 오차 증폭기(21)에서 생성된 제어 전압(Vfb)을 입력받으며, 이에 따

라 펄스폭이 변조된 제1 펄스 신호(PWO)를 생성한다.

한편, 별도로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제2 펄스 신호(PSO)를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26)에서 생성해 둔다. 이 2 개

의 펄스 신호(PWO, PSO)를 선택 회로(27)에 입력하고, 제어 전압(Vfb)에 의해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각형파 신

호(PS)로서 출력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제어 전압(Vfb)에 의해 펄스폭이 변조된 사각형파 신호(PS)를 출력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제어 전

압(Vfb)을 이용하여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사각형파 신호(PS)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제1 펄스 신호(PWO)와 제2 펄스 신호(PSO)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양자의 변화 타이밍의 편차에 의

해서 사각형파 신호(PS)의 파형이 이상(異常)으로 되는 경우도 없다.

또한, 제어 전압(Vfb)의 값이 제1 펄스 신호(PWO)의 온 듀티비가 실질적으로 100 %가 될 때의 제어 전압(Vfb)의 값

보다도 제2 방향 측의 값이 되었을 때에 사각형파 신호(PS)로서 제1 펄스 신호(PWO)를 선택하는 것 대신에, 제2 펄

스 신호(PSO)를 선택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면, 제1 펄스 신호(PWO)에 의한 제어를 온 듀티비가 실질적으로 100

%가 될 때까지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DC-DC 컨버터(10)는 넓은 입력 전압(Vin)의 범위에서 전압 변환을 행할 수

있다. 또한, 넓은 출력 전압(Vout)의 범위에서 전압 변환을 행할 수 있다.

이어서, 이 실시예에 따른 DC-DC 컨버터(10)의 회로 구성 및 동작을 도 5 내지 도 7에 따라서 설명한다. 이 DC-DC 

컨버터(10)는 플러스의 입력 전압(Vin)을 플러스의 출력 전압(Vout)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110)와, 출력 전압(V

out)에 따른 검지 전압(Vd)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120)와, 이 검지 전압(Vd)를 기초로 스위칭 소자(M1)의 

온 듀티비(Don)를 설정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20)를 갖고 있다.

이 중, 컨버터 회로(110)는 이미 설명한 DC-DC 컨버터(100)의 컨버터 회로(110)(도 1 참조)와 동일하며, N 채널 M

OS 트랜지스터(M1), 코일(L1), 콘덴서(C1), 역류 방지용 다이오드(D1)로 구성되어 있다. 트랜지스터(M1)의 드레인

에는 코일(L1)을 통해 입력 전압(Vin)이 인가되고, 소스는 그라운드에 접속되어 있다. 다이오드(D1)의 애노드가 트랜

지스터(M1)의 드레인에 접속되고, 캐소드가 출력 단자(Po)에 접속되어 있다. 콘덴서(C1)는 출력 단자(Po)와 접지 사

이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M1)의 온·오프 제어에 의해, 입력 전압(Vin)이 승압되어 출력 전압(Vout)으로서 출력된다. 트랜

지스터(M1)의 온 시간(Ton)과 오프 시간(Toff)의 비를 변화시킴으로써, 이 출력 전압(Vout)을 미리 정한 값으로 제

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력 전압(Vout)은 Vout={(Ton+Toff)/Toff}Vin=Vin/(1-Don)로 주어진다.

출력 전압 검지부(120)도 이미 설명한 DC-DC 컨버터(100)의 출력 전압 검지부(120)(도 1 참조)와 동일하며, 출력 

단자(Po)의 출력 전압(Vout)을 저항기(Rl, R2)에 의해 저항 분할하고, 검지 전압(Vd)을 듀티비 설정 회로(20)에 입력

한다.

한편, 듀티비 설정 회로(20)는 이미 설명한 DC-DC 컨버터(100)의 듀티비 설정 회로(130)(도 1 참조)와는 약간 상이

하다. 즉, 오차 증폭기(21), 제1 펄스 신호 발생 회로(23),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26) 및 선택 회로(27)로 구성된다.

오차 증폭기(21)는 반전 입력 단자에 입력되는 검지 전압(Vd)을 제1 기준 전압 발생 회로(22)에서 생성하여 비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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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단자에 입력되는 제1 기준 전압(Vref1)과 비교하여, 2 개의 전압(Vd와 Vref1)의 차전압을 증폭하여 제어 전압(

Vfb)을 생성한다.

제1 펄스 신호 발생 회로(23)는 삼각파 발진 회로(24)와 펄스폭 변조 회로(25)를 갖는다. 이 중 삼각파 발진 회로(24)

에서는 도 6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대치(Vcmax)와 최소치(Vcmin)의 범위에서 변화되는 삼각파 형상의 삼각파

전압(Vct)을 출력한다. 펄스폭 변조 회로(25)의 반전 입력 단자에 삼각파 전압(Vct)을, 비반전 입력 단자에 제어 전압

(Vfb)을 입력받으며 비교하면, 삼각파 전압(Vct)이 제어 전압(Vfb)을 초과하는 경우에 로우 레벨로 되기 때문에, 제어

전압(Vfb)에 의해서 펄스폭이 단조롭게 변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어 전압(Vfb)이 커지면 하이 레벨의 펄스폭이 커

지도록 펄스폭이 변조(PWM)된 제1 펄스 신호(PWO)가 생성된다.

또한, 삼각파 발진 회로(24)는 삼각파 전압(Vct) 외에, 이 삼각파 전압(Vct) 이 최대치(Vcmax)로 된 타이밍(tmax)에 

신호 레벨이 전환되는 타이밍 신호(TM)를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26)에 출력하고 있다. 또한, 이 실시예의 DC-DC

컨버터(10) 및 듀티비 설정 회로(20)에 있어서는 제어 전압(Vfb)이 커지면 제1 펄스 신호(PWO)의 온 듀티비가 커지

므로, 전압치가 작아지는 방향이 제1 방향이며, 커지는 방향이 제2 방향이다.

이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26)에서는 이 타이밍 신호(TM)를 이용하여, 삼각파 전압(Vct)이 최대치(Vcmax)가 된 

타이밍(tmax)에 상승하는 소정의 온 듀티비(예컨대, 95 %)를 갖는 제2 펄스 신호(PSO)를 발생한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환 회로(30)에서 이 제2 펄스 신호(PSO)가 선택되었을 때에는, 제2 펄스 신호(PSO)가 로우 레벨로 된 

경우에 트랜지스터(M1)가 온이 된다. 그래서, 제2 펄스 신호(PSO)에 대해서는 로우 레벨의 기간을 온 시간(Ton)으로

하여 온 듀티비를 계산한다.

선택 회로(27)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제1 펄스 신호(PWO)와 제2 펄스 신호(PSO)를 입력받으며, 이 중 어느 하나

를 선택하여 사각형파 신호(PS)로서 출력한다. 선택 회로(27)는 전환 신호(PC)를 생성하는 전환 신호 발생 회로(28)

와, 전환 신호(PC)에 기초하여 제1 펄스 신호(PWO) 및 제2 펄스 신호(PSO) 중 어느 하나를 전환하여 출력하는 전환 

회로(30)를 갖는다. 이 중 전환 신호 발생 회로(28)에서는 제어 전압(Vfb)을 제2 기준 전압(Vref2)과 비교하여 전환 

신호(PC)를 출력한다. 이 전환 신호(PC)는 제어 전압(Vfb)이 제2 기준 전압(Vref2)보다도 작은 값인 경우, 즉 제어 

전압(Vfb)이 제2 기준 전압(Vref2)에 비하여 제1 방향 측의 값일 때에는 로우 레벨로 된다. 한편, 제어 전압(Vfb)이 

제2 기준 전압(Vref2)보다도 큰 값인 경우, 즉 제어 전압(Vfb)이 제2 기준 전압(Vref2)에 비하여 제2 방향 측의 값일 

때에는 하이 레벨로 된다. 또한, 전환 회로(30)는 NAND 회로(31)와 AND 회로(32)를 갖고, NAND 회로(31)는 제2 

펄스 신호(PSO)와 전환 신호(PC)를 입력받으며, NAND 출력 신호(PN)를 출력한다. 이 NAND 출력 신호(PN)와 제1 

펄스 신호(PWO)를 AND 회로(32)에 입력받으며, 사각형파 신호(PS)로서 트랜지스터(M1)에 출력한다.

우선, 전지가 소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력 전압(Vin)이 충분히 높은 경우 등, 제어 전압(Vfb)이 낮게 억제되고, 삼

각파 전압(Vct)의 최대치(Vcmax)보다도 작은 경우[도 6의 (a) 참조]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 경우에는, 제어 전압(Vf

b)의 대소에 따라서 펄스폭이 변화되는 제1 펄스 신호(PWO)가 생성된다[도 6의 (b) 참조]. 또한, 제2 기준 전압(Vref

2)은 입력 전압(Vin)을 감소시키더라도, 출력 전압(Vout)을 소정치로 계속해서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온 듀티비(예

컨대, 99 %)를 갖는 제1 펄스 신호(PWO)를 생성하는 제어 전압(Vfb)보다도 제2 방향 측의 값, 즉 큰 값으로 하고 있

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삼각파 전압(Vct)의 최대치(Vcmax)보다도 큰 값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환 신호(PC)는

로우 레벨을 유지한 상태로 된다[도 6의 (c) 참조].

한편,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26)에서 생성되는 제2 펄스 신호(PSO)는 삼각파 전압(Vct)이 최대치(Vcmax)가 된 

타이밍(tmax)에 상승하고, 단시간에 하강하는 짧은 펄스폭을 갖는다[도 6의 (d) 참조]. 이 제2 펄스 신호(PSO)의 파

형은 제어 전압(Vfb)에 영향을 주는 일없이, 소정의 온 듀티비(예컨대, 95 %)를 갖는다.

전환 신호(PC)가 로우 레벨이기 때문에, NAND 회로(31)의 NAND 출력 신호(PN)는 제2 펄스 신호(PSO)에 상관없

이, 하이 레벨을 유지한 상태로 된다[도 6의 (e) 참조]. 이 때문에, AND 회로(32)의 출력인 사각형파 신호(PS)는 제1

펄스 신호(PWO)와 동일하게 된다. 즉 사각형파 신호(PS)로서 제1 펄스 신호(PWO)가 선택되어 출력된다[도 6의 (f) 

참조].

이어서, 전지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입력 전압(Vin)이 낮아지는 등에 의해, 제어 전압(Vfb)이 높아진 경우에 대해서 검

토한다. 이 경우[도 7의 (a) 좌측 참조]에는, 제어 전압(Vfb)은 삼각파 전압(Vct)의 최대치(Vcmax)에 근접한다. 그러

나, 제어 전압(Vfb)이 삼각파 전압(Vct)의 최대치(Vcmax)보다 작은 기간(T1)에 있어서는 펄스폭이 상이하지만, 전술

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1 펄스 신호(PWO)가 생성된다[도 7의 (b) 좌측 참조]. 또한, 제1 펄스 신호(PWO)는 펄스폭 

변조 회로(25)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삼각파 전압(Vct)보다도 약간 지연이 발생하므로, 삼각파 전압(Vct)이 최대치(V

cmax)가 되는 타이밍(tmax)보다도 약간 지연되어 하강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2 기준 전압(Vref2)은 삼각파 전압(Vct)의 최대치(Vcmax)보다도 크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전환 

신호(PC)는 로우 레벨을 유지한 상태로 된다[도 7(c) 좌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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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26)에서 생성되는 제2 펄스 신호(PSO)는 제어 전압(Vfb)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일없

이, 타이밍(tmax)에 상승하고 단시간에 하강하는 짧은 펄스폭을 갖고, 일정한 온 듀티비를 갖는다[도 7의 (d) 좌측 참

조]. 도 7의 (b)와 비교하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 펄스 신호(PWO)와 제2 펄스 신호(PSO)의 변화 

타이밍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회로 지연에 의한 영향이다.

그러나, 전환 신호(PC)가 로우 레벨이기 때문에, NAND 회로(31)의 NAND 출력 신호(PN)는 제2 펄스 신호(PSO)에 

상관없이, 하이 레벨을 유지한 상태로 된다[도 7의 (e) 좌측 참조]. 이 때문에, AND 회로(32)로부터 출력되는 사각형

파 신호(PS)는 제2 펄스 신호(PSO)에 상관없이, 제1 펄스 신호(PWO)와 동일하게 된다[도 7의 (f) 좌측 참조]. 즉, 상

기한 종래 기술[도 3의 (e) 참조]과 같이, 사각형파 신호(PS)가 이상 파형으로 되는 일은 없다. 제2 펄스 신호(PSO)와

제1 펄스 신호(PWO)를 합성하지 않고 제1 펄스 신호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력 전압(Vin)이 더 저하됨으로써, 또는 노이즈 등의 외란에 의해 제어 전압(Vfb)이 더 상승하는 경우가 있

다. 그러면, 제어 전압(Vfb)이 삼각파 전압(Vct)의 최대치(Vcmax)를 초과하기[도 7의 (a) 우측 참조] 때문에, 도 7의 

(b) 우측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펄스 신호(PWO)의 온 듀티비(Don)가 100 %가 되어 하이 레벨을 계속 유지하며, 

트랜지스터(M1)를 계속 온으로 한다. 이 때문에, 컨버터 회로(110)에서 전압 변환을 행할 수 없게 되어 출력 전압(Vo

ut)이 급속히 저하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검지 전압(Vd)이 저하되기 때문에, 오차 증폭기(21)에 있어서의 검지 전압(

Vd)과 제1 기준 전압(Vref1)의 차가 커지며, 점점 더 제어 전압(Vfb)이 커져, 결국에는 제어 전압(Vfb)이 제2 기준 전

압(Vref2)도 초과한다. 그러면, 전환 신호 발생 회로(28)에서 발생하는 전환 신호(PC)가 로우 레베로부터 하이 레벨

로 전환된다[도 7의 (c) 우측 참조]. 이와 같이 제어 전압(Vfb)이 삼각파 전압(Vct)의 최대치(Vcmax)보다 큰 기간(T

2)에 있어서는 이미 피드백 제어에 의해서 출력 전압(Vout)을 일정치로 유지할 수는 없다.

또한,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26)에서는 제어 전압(Vfb)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일없이 생성되는 제2 펄스 신호(PS

O)를 생성하고 있다[도 7의 (d) 우측 참조]. 한편, NAND 회로(31)에서는 전환 신호(PC)가 하이 레벨로 되고 있기 때

문에, 제2 펄스 신호(PSO)를 알맞게 반전된 NAND 출력 신호(PN)가 출력된다[도 7의 (e) 우측 참조]. 따라서, AND 

회로(32)로부터 출력되는 사각형파 신호(PS)는 제1 펄스 신호(PWO)에 상관없이, 제2 펄스 신호(PSO)를 반전한 NA

ND 출력 신호(PN)와 동일하게 된다[도 7의 (f) 우측 참조]. 즉, 제2 펄스 신호(PSO)가 선택된다.

이 때문에, 사각형파 신호(PS)의 온 듀티비(Don)가 과도적으로 100 %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간(T2)에서는 소

정의 온 듀티비(예컨대, 95 %)를 갖는 사각형파 신호(PS)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컨버터 회로(110)에서는 사각형

파 신호(PS)[제2 펄스 신호(PSO)]의 온 듀티비(Don)에 의해 결정되는 출력 전압(Vout)이 출력된다.

이렇게 하여, 이 실시예의 DC-DC 컨버터(10)에서는 출력 전압(Vout)을 일정치로 피드백 제어하고 있는 경우, 이론

상으로는 제1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가 거의 100 %가 될 때까지 제1 펄스 신호에 따라 피드백 제어를 계속할 수 있다

. 단, 현실적으로는 사각형파 신호(PS)의 노이즈나 전압 변동 등에 의한 변동, 또는 코일 (L1)이나 스위칭 소자(M1) 

등의 특성의 영향으로 컨버터 회로(110)에서 전압 변환 할 수 있는 최대의 온 듀티비 등, DC-DC 컨버터(10)를 구성

하는 회로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 피드백 제어를 계속할 수 있는 온 듀티비의 상한이 있다.

따라서, 이 DC-DC 컨버터(10)에서는 상기한 종래 기술의 DC-DC 컨버터(100) 등에 비하여, 동작 가능한 입력 전압(

Vin)의 범위를 크게 취할 수 있다. 또는, 역으로, 가능한 출력 전압(Vout)의 범위를 크게 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컨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지(BA)를 전원으로 하고 듀티비 설정 회로(20)를 갖는 DC-DC 컨버터

(10)에 의해서 전자 기기 본체(50)를 구동하는 전자 기기(1)에서는 전지(BA)의 소모에 의해서 입력 전압(Vin)이 저하

되더라도, 넓은 범위에 걸쳐 DC-DC 컨버터(10)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며 출력 전압(Vout)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렇

게 하여, 상기한 종래 기술의 DC-DC 컨버터(100) 등보다도 장시간에 걸쳐 전자 기기 본체(50)를 동작시킬 수 있다.

또한, 이 DC-DC 컨버터(10)에서는 전지의 소모 등에 의해서 입력 전압(Vin)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제어 전압(Vfb)

이 커져 피드백 제어를 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소정의 온 듀티비(Don)를 갖는 사각형파 신호(PS)에 의해, Vout=V

in/(1-Don)에 의해 주어지는 출력 전압(Vout)을 계속해서 출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퍼스널 컴퓨터 등의 전자 기기 

본체(50)에 있어서, 데이터나 시스템 정보의 하드디스크나 불휘발성 메모리로의 퇴피, 하드디스크의 자기헤드의 퇴피

및 저장 등 퇴피 동작을 적절히 행하고 나서, 안전하게 전원 끊기 등의 동작을 행할 수 있다.

(변형예)

이어서, 변형예에 따른 DC-DC 컨버터(210) 및 듀티비 설정 회로(220)에 대해 서, 도 9 내지 도 12를 참조하면서 설

명한다. 도 9에 변형예에 따른 DC-DC 컨버터(210)의 회로도를 도시한다. 이 도 9를 실시예에 따른 회로도(도 5 참조

)와 비교하면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변형예의 DC-DC 컨버터(210)는 실시예에 따른 DC-DC 컨버터(10)의 회

로 구성과 거의 마찬가지이다. 단, 제1 펄스 발생 회로(230) 중의 삼각파 발진 회로(240) 및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

260)가 실시예와 상이하기 때문에 상이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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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에 삼각파 발진 회로(240)의 회로 구성을 도시한다. 앰프(AMP1)에서는 소정의 기준 전압(VO)과 주파수 설정 

저항(RT)의 단자 전압(Vr)을 비교하여, 그 차에 따른 출력을 트랜지스터(Q1)의 베이스에 인가하기 때문에, 주파수 설

정 저항(RT)의 단자 전압(Vr)이 일정하게 되도록 제어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Q2)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I1)가 일

정치(I1=Vr/Rt)로 제어된다. 주파수 설정 저항(RT)은 외부에 부착되기 때문에, 그 저항치(Rt)를 선택함으로써, 전류(I

1)의 값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이 전류(I1)가 흐르는 트랜지스터(Q3)와 트랜지스터(Q4, Q5)는 전류 미러 회로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트랜지스

터(Q4, Q5)를 흐르는 미러 전류(I2, I3)는 각각 전류(I1)와 동일한 일정한 전류가 된다(I1=I2=I3).

또한, 2 개의 트랜지스터(Q6)와 트랜지스터(Q7)가 전류 미러 회로를 구성하고 있어, 트랜지스터(Q8)가 오프일 때에

는 트랜지스터(Q7)가 온으로 되는 동시에, 2 개의 트랜지스터(Q6)도 온으로 된다. 여기서, 트랜지스터(Q7)에는 트랜

지스터(Q5)를 통하여 일정한 미러 전류(I3)가 흐르기 때문에, 2 개의 트랜지스 터(Q6) 각각에 이것과 동일한 전류(I3)

가 흐른다. 한편, 트랜지스터(Q8)가 온으로 되면, 트랜지스터(Q7)가 오프로 되는 동시에, 2 개의 트랜지스터(Q6)도 

오프로 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Q8)가 온으로 되고 트랜지스터(Q6)가 오프로 되는 경우, 트랜지스터(Q4)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

I2)는 제1 콘덴서(CT)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 단자 전압(삼각파 전압)(Vct)은 직선형으로 증가한다. 한편, 트랜지스터

(Q8)가 오프로 되고 2 개의 트랜지스터(Q6)가 온으로 되는 경우, 2 개의 트랜지스터(Q6)에 합계 2 ×I3(=2 ×I2)의 전

류가 흐른다. 즉, 트랜지스터(Q4)로부터의 전류(I2)뿐 아니라, 제1 콘덴서(CT)로부터도 전류(I2)분만큼 방전된다. 따

라서, 그 단자 전압(Vct)이 직선형으로 감소한다.

여기서, SR 플립플롭(FF)의 반전 출력(Qx)이 하이 레벨로 되며, 트랜지스터(Q8)가 온으로 되고, 트랜지스터(Q6)가 

오프로 되며, 제1 콘덴서(CT)가 충전되어, 그 단자 전압(Vct)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한다. 단자 전압(Vct)이 상

승하여 기준 전압(Vcmin)보다도 커지면, 비교기(CP2)의 출력은 로우 레벨로 되지만, SR 플립플롭(FF)의 출력(Q, Qx

)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 후, 또한 단자 전압(Vct)이 상승하여 기준 전압(Vcmax)보다도 커지면, 비교기(CP1)의 출력

은 하이 레벨로 되어 SR 플립플롭(FF)을 셋트한다. 그러면, 그 출력(Q)은 하이 레벨로 되는 동시에, 반전 출력(Qx)은 

로우 레벨로 변화된다. 이 때문에, 트랜지스터(Q8)가 오프로 되고, 트랜지스터(Q6)가 온으로 되며, 제1 콘덴서(CT)가

방전되어, 그 단자 전압(Vct)이 감소한다.

그러면, 그 직후에 단자 전압(Vct)이 기준 전압(Vcmax)보다도 작아져 비교기(CP1)의 출력은 로우 레벨로 되지만, S

R 플립플롭(FF)의 출력(Q, Qx)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 후, 단자 전압(Vct)이 더 저하되어 기준 전압(Vcmin)보다도 작

아지면, 비교기(CP2)의 출력은 하이 레벨로 되어 SR 플립플롭(FF)을 리셋한다. 그러면, 그 출력(Q)은 로우 레벨로 되

는 동시에, 반전 출력(Qx)은 하이 레벨로 변화된다. 이 때문에, 트랜지스터(Q8)가 온으로 되고, 트랜지스터(Q6)가 오

프로 되며, 제1 콘덴서(CT)가 충전되어, 다시 그 단자 전압(Vct)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제1 콘덴서(CT)의 단자 전압(삼각파 전압)(Vct)은 최대치(Vcmax)와 최소치(Vcmin) 사이에서 삼각

파 형상으로 변화를 반복한다.

이 삼각파 발진 회로(240)에서는 제1 콘덴서(CT)의 정전 용량치(Ct) 또는 주파수 설정 저항(RT)의 저항치(Rt)를 변

경함으로써, 삼각파 전압(Vct)의 주파수(fo) 및 주기(T)를 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fo=Vr/(2Ct·Rt·(Vcmax

-Vcmin)), T=1/fo=(2Ct·Rt·(Vcmax-Vcmin))/Vr에 의해 주어진다. 따라서, 이 변형예에서는 주파수 설정 저항(R

T)이 주파수 설정 회로에 상당한다.

또한, SR 플립플롭(FF)의 출력(Q)은 삼각파 전압(Vct)이 최대치(Vcmax)가 된 타이밍(tamx)[도 6의 (a) 참조]에 로

우 레베로부터 하이 레벨로 전환되는 타이밍 신호(TM)로서,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260)에 입력된다. 한편, 이 삼

각파 발진 회로(240)는 상기한 실시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삼각파 발진 회로(240)에서는 트랜지스터(Q3)의 베이스 전압을 바이어스 신호(BI)로서 출력하도록 하고 있

다. 예컨대 도 11에 도시하는 제2 펄스 신 호 발생 회로(260)에 이용하면, 주파수 설정 저항(RT)의 저항치(Rt)를 변경

하여 삼각파 전압(Vct)의 주파수(fo)를 변경하더라도, 생성되는 제2 펄스 신호(PSO)의 온 듀티비를 일정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260)의 각 부(部)의 동작을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트랜지스터(Q9)는 전술

한 삼각파 발진 회로(240)(도 10 참조)의 트랜지스터(Q3)와 전류 미러 회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

Q9)를 흐르는 미러 전류(I4)는 트랜지스터(Q3)를 흐르는 전류(I1)와 동일하다. 타이밍 신호(TM)가 도 12의 (a)와 같

이 변화되었을 때, 제1 인버터(INV1)의 출력(TMx)은 도 12의 (b)와 같이 변화된다. 출력(TMx)이 로우 레벨일 때에

는 트랜지스터(Q10)가 오프로 되기 때문에, 전류(I4)가 제2 콘덴서(C2)로 유입되므로, 전위(Vc2)는 직선형으로 증가

한다[도 12의 (c) 참조]. 또한, 제2 콘덴서(C2)의 정전 용량을 제1 콘덴서(CT)의 그것보다 크게 해 놓는다. 충전에 의

해서 제1 콘덴서(CT)보다 빠르게 전위(Vc2)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전위(Vc2)가 임계 전위(Vth)를 초과하면, 제

2 인버터(INV2)의 출력(PI)이 반전되어 로우 레벨로 된다[도 12의 (d) 참조]. 따라서, AND 회로(AD)에서 타이밍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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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TM)[도 12의 (a) 참조]와 출력(PI)과의 AND 처리를 행하면, 타이밍 신호(TM)와 출력(PI) 중 어느 하나가 하이 

레벨로 된 기간만 하이 레벨로 되어, 짧은 펄스폭의 제2 펄스 신호(PSO)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펄스폭(Toff) 및 전위(Vc2)의 증가의 기울기[도 12의 (c) 참조]는 전류(I4)(=I1)에 비례한다. 한편, 삼각파 

발진 회로(240)에서 생성하는 삼각파 전압(Vct)의 주기(T)는 상기한 바와 같이, 주파수 설정 저항(RT)의 저항치(Rt)

에 비 례한다. 따라서, 주파수 설정 저항(RT)의 저항치(Rt)를 변화시켜 삼각파 전압(Vct)의 주파수(fo)[주기(T)]를 변

화시키면, 이에 따라 제2 펄스 신호(PSO)의 펄스폭(Toff)이 변화되기 때문에, 결국 제2 펄스 신호(PSO)의 듀티비(온 

듀티비)는 변화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이 변형예에 따른 DC-DC 컨버터(210)에서는 주파수 설정 저항(RT)의 저항치(Rt)를 적절하게 변경함

으로써, 사용하는 전자 기기 본체(50)의 사양에 맞춰, 삼각파 전압(Vct)이나 이것에 의해 생성되는 제1 펄스 신호(PW

O)[사각형파 신호(PS)]의 주파수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전지(BA) 등의 소모에 의해, 사각형파 신호(PS)

로서 제2 펄스 신호(PSO)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온 듀티비(Don)가 주파수에 의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 전

압(Vin)이 동일하면, Vout=Vin/(1-Don)에 의해 주어지는 동일한 크기의 출력 전압(Vout)이 출력되게 되어 사정이 

좋다.

이상에 있어서, 본 발명을 실시예 및 변형예에 의거하여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실시예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상기 실시예 등에서는 삼각파 발진 회로(24, 240)와 펄스 변조 회로(25)를 구비하는 제1 펄스 발생 회로(23, 

230)를 예시했다. 적절한 온 듀티비를 갖는 제1 펄스 신호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제1 펄스 발생 회로

는 소정의 반복 전압 파형을 갖는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발진 회로와, 이 발진 신호의 전압과 제어 전압(Vfb)을 비교

하여 제1 펄스 신호(PWO)를 생성하는 펄스폭 변조 회로를 갖고 있으면 된다. 따라서, 발진 회로에서 생성하는 반복 

전압 파형으로서는 전압의 상승과 하강의 기울기가 동일한 삼각파 전압(Vct)[도 6의 (a) 참조] 외에, 정현파 및 톱니 

형상파 등, 일정 진폭 및 일정 주기를 갖는 어느 반복 파형도 이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실시예 등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제어 전압의 변화와 온 듀티비의 변화가 1차식의 관계가 되는 삼각파로 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실시예 등에서는 듀티비 설정 회로(20, 220)를 스텝업형의 컨버터 회로(110)를 갖는 DC-DC 컨버터(10, 

210)에 이용했다. 그러나, 스텝다운형의 DC-DC 컨버터에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제2 기준 전압(Vref2)이 삼각파 전압(Vct)의 최대치(Vcmax)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최대치(Vcma

x)보다도 작은 값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단, 이렇게 하면, 제1 펄스 신호(PWO)의 온 듀티비가 100 %보다도 낮은 특정

한 값으로 된 시점에서, 제어 전압(Vfb)이 제2 기준 전압(Vref2)을 초과하며, 제2 펄스 신호가 선택된다. 따라서, 제2 

기준 전압(Vref2)은 삼각파 전압(Vct)의 최대치(Vcmax)보다 큰 것으로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실시예 등에서는 제2 펄스 신호(PSO)를 삼각파 발진 회로(24, 240)로부터의 타이밍 신호(TM)에 의해서 

생성했다. 즉, 제2 펄스 신호(PSO)는 제1 펄스 발생 회로(23, 230)에 있어서 제1 펄스 신호(PWO)와 동기하여 생성되

는 타이밍 신호(TM)에 기초하여 제2 펄스 발생 회로(26, 260)에서 생성된다. 이 때문에, 제2 펄스 신호(PSO)와 제1 

펄스 신호(PWO)는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동기한 신호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 펄스 신호(PSO)를 생성하는 데에

독자적인 발진 회로 등을 구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제2 펄스 발생 회로(26, 260)의 구성으로 제2 펄스 신호

(PSO)를 용이하게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제2 펄스 신호(PSO)는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신호라면, 제1 펄스 신호

(PWO)와 동기하고 있지 있더라도 좋다. 따라서, 제1 펄스 신호와는 독립적으로 생성하도록 하더라도 좋다. 단, 제1 

펄스 신호(PWO) 및 제2 펄스 신호(PSO)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된 경우에도, 사각형파 신호(PS)의 주파수를 원하는 값

으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주파수의 조정이 번거롭게 되기 때문에, 변형예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자를 동기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실시예 등에서는 플러스의 출력 전압(Vout)을 출력하는 DC-DC 컨버터(10, 210)를 예시했다. 그러나, 마

이너스의 출력 전압을 출력하는 DC-DC 컨버터에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 등에서는 제어 전압(Vfb)이 증가하면 사각형파 신호(PS)[제1 펄스 신호(PWO)]의 온 듀티비가 커

지도록 듀티비 설정 회로(20)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것과는 역으로, 제어 전압(Vfb)이 저하하면 사각형파 신호(PS)[

제1 펄스 신호(PWO)]의 온 듀티비가 커지도록 듀티비 설정 회로를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듀티비 설정 회로를 포함

하는 DC-DC 컨버터를 마이너스 전압으로 구동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부기 1)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며, 이 스위칭 소자를 사각형파 신호에 따라 스위칭하여 입력 전압을 이것과 상이한 전압치의 

출력 전압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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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출력 전압의 전압치를 검지하여 검지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와,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상기 출력 전압이 소정치로 제어되도록 온 듀티비가 설정된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생성

하며, 상기 스위칭 소자에 출력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를 구비하는 DC-DC 컨버터로서,

상기 듀티비 설정 회로는,

제1 기준 전압과 상기 검지 전압을 입력받으며, 그 차에 따른 제어 전압을 출력하는 제어 전압 발생 회로와;

상기 제어 전압을 입력받으며, 상기 온 듀티비가 상기 제어 전압의 변화에 대하여 단조롭게 변화되는 사각형의 제1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제1 펄스 발생 회로와;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사각형의 제2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제2 펄스 발생 회로와;

상기 제1 펄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사각형파 신호로서 출력하는 선택 회로로서,

상기 제어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상기 제1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가 작아지는 방향을 제1 방향으로 하고, 역으로 커지

는 방향을 제2 방향으로 하면,

상기 제어 전압이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상기 제1 방향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

력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상기 제2 방향 측으로 치우 쳐 있을 때에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선택

하여 출력하는 선택 회로를 포함하는 DC-DC 컨버터.

(부기 2)

부기 1에 기재된 DC-DC 컨버터로서,

상기 제2 기준 전압은 상기 입력 전압을 감소시키더라도, 상기 출력 전압을 소정치로 계속해서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온 듀티비의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상기 제어 전압보다도 상기 제2 방향 측의 값을 갖는 DC-DC 컨버터.

(부기 3)

부기 1 또는 부기 2에 기재된 DC-DC 컨버터로서,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제어 전압을 상기 제2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 상기 제1 방향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는 상기 제1 펄스 신호의 선택을 지시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 상기 제2 방향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는 상기 제2 펄스 신호의 선택을 지시하는 전환 신호를 출력하는 전환 신호 발생 회로와,

상기 전환 신호, 상기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를 입력받으며, 상기 전환 신호에 따라서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전환 회로를 포함하는 DC-DC 컨버터.

(부기 4)

부기 1 또는 부기 2에 기재된 DC-DC 컨버터로서,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작은 값일 때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큰 값일 때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선택 회로이며,

상기 제어 전압을 제2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도 작을 때에 전환 신호를 로

우 레벨로 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도 클 때에 상기 전환 신호를 하이 레벨로 하는 전환 신호 

발생 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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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환 신호, 상기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를 입력받으며, 상기 전환 신호에 따라서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전환 회로로서, 상기 전환 신호가 로우 레벨일 때에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출력하

고, 상기 전환 신호가 하이 레벨일 때에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전환 회로를 포함하는 DC-DC 컨버터.

(부기 5)

부기 4에 기재된 DC-DC 컨버터로서,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전환 신호와 제2 펄스 신호를 입력받는 NAND 회로와,

상기 제1 펄스 신호와 상기 NAND 회로의 출력을 입력받는 AND 회로를 포함하는 DC-DC 컨버터.

(부기 6)

부기 1 내지 부기 5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DC-DC 컨버터로서,

상기 제1 펄스 발생 회로는,

상기 제1 펄스 신호의 주파수를 설정하는 주파수 설정 회로를 갖고,

상기 제2 펄스 발생 회로는,

상기 제1 펄스 신호와 동기하는 상기 제2 펄스 신호로서, 설정되는 상기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의 주파수에 

상관없이, 온 듀티비가 일정한 제2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DC-DC 컨버터.

(부기 7)

부기 6에 기재된 DC-DC 컨버터로서,

상기 제1 펄스 신호 발생 회로는,

제1 콘덴서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콘덴서에 소정의 전류량을 유입시키는 제1기간과 상기 제1 콘덴서로부터 상기 소

정의 전류량을 유출시키는 제2 기간을 교대로 발생시키며, 상기 제1 콘덴서의 단자간 전압을 삼각형 형상으로 변화시

키는 삼각파 발생 회로로서,

상기 제1 기간으로부터 제2 기간으로의 전환 타이밍에 전압 레벨이 하이로부터 로우 또는 로우로부터 하이로 전환되

는 타이밍 신호를 출력하는 삼각파 발생 회로를 갖고,

상기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는,

상기 소정 전류량과 동일한 미러 전류를 흘리는 전류 미러 회로와,

상기 제1 콘덴서보다 작은 정전 용량을 갖는 제2 콘덴서와,

상기 타이밍 신호에 따라서 상기 제2 콘덴서에의 상기 미러 전류의 유입에 의한 충전 및 이 제2 콘덴서의 방전을 교대

로 전환하여 행하는 충방전 회로와,

상기 제2 콘덴서에의 상기 충전시에 있어서 이 제2 콘덴서의 단자간 전압이 소정 전압 레벨을 초과하는 타이밍 및 상

기 타이밍 신호의 전환 타이밍에 기초하여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논리 처리 회로를 포함하는 DC-DC 컨버

터.

(부기 8)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며, 이 스위칭 소자를 사각형파 신호로부터 스위칭하여 입력 전압을 이것과 상이한 전압치의 출

력 전압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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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출력 전압의 전압치를 검지하여 검지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와,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상기 출력 전압이 소정치가 되도록 온 듀티비를 설정한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상기 스위

칭 소자에 출력하여 피드백 제어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를 구비하는 DC-DC 컨버터로서,

상기 듀티비 설정 회로는,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상기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가 실질적으로 100 %가 되어 상기 피드백 제어

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발생하는 DC-DC 컨버터.

(부기 9)

부기 1 내지 부기 8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DC-DC 컨버터와;

상기 DC-DC 컨버터에 상기 입력 전압을 공급하는 전지와;

상기 DC-DC 컨버터의 상기 출력 전압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전자 기기 본체를 포함하는 전자 기기.

(부기 10)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며, 이 스위칭 소자를 사각형파 신호에 따라 스위칭하여 입력 전압을 이것과 상이한 전압치의 

출력 전압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와, 상기 출력 전압의 전압치를 검지하여 검지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를 구비하는 DC-DC 컨버터에 이용하고,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상기 출력 전압이 소정치로 제어되도록 상

기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를 설정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제1 기준 전압과 상기 검지 전압을 입력받으며, 그 차에 따른 제어 전압을 출력하는 제어 전압 발생 회로와;

상기 제어 전압을 입력받으며, 온 듀티비가 상기 제어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단조롭게 변화되는 사각형의 제1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제1 펄스 발생 회로와;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사각형의 제2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제2 펄스 발생 회로와;

상기 제1 펄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선택 회로로서,

상기 제어 전압이 변화되었을 때 상기 제1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가 작아지는 방향을 제1 방향으로 하고, 역으로 커지

는 방향을 제2 방향으로 하면,

상기 제어 전압이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상기 제1 방향 측의 값일 때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상기 제2 방향 측의 값일 때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선택 회로를 포함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

(부기 11)

부기 10에 기재된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DC-DC 컨버터에 이용했을 때, 상기 제2 기준 전압은 상기 입력 전압을 감소시키더라도, 상기 출력 전압을 소정

치로 계속해서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온 듀티비의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상기 제어 전압보다도 상기 제2 

방향 측의 값을 갖는 듀티비 설정 회로.

(부기 12)

부기 10 또는 부기 11에 기재된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제어 전압을 상기 제2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 상기 제1 방향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는 상기 제1 펄스 신호의 선택을 지시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 상기 제2 방향



공개특허 특2003-0068409

- 20 -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는 상기 제2 펄스 신호의 선택을 지시하는 전환 신호를 출력하는 전환 신호 발생 회로와,

상기 전환 신호, 상기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를 입력받으며, 상기 전환 신호에 따라서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전 환 회로를 포함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

(부기 13)

부기 10 또는 부기 11에 기재된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작은 값일 때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큰 값일 때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선택 회로이며,

상기 제어 전압을 제2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도 작을 때에 전환 신호를 로

우 레벨로 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도 클 때에 상기 전환 신호를 하이 레벨로 하는 전환 신호 

발생 회로와,

상기 전환 신호, 상기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를 입력받으며, 상기 전환 신호에 따라서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전환 회로로서, 상기 전환 신호가 로우 레벨일 때에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출력하

고, 상기 전환 신호가 하이 레벨일 때에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전환 회로를 포함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

(부기 14)

부기 13에 기재된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전환 신호와 제2 펄스 신호를 입력받는 NAND 회로와,

상기 제1 펄스 신호와 상기 NAND 회로의 출력을 입력받는 AND 회로를 포함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

(부기 15)

부기 10 내지 부기 14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제1 펄스 발생 회로는,

상기 제1 펄스 신호의 주파수를 설정하는 주파수 설정 회로를 갖고,

상기 제2 펄스 발생 회로는,

상기 제1 펄스 신호와 동기하는 상기 제2 펄스 신호로서, 설정되는 상기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의 주파수에 

상관없이, 온 듀티비가 일정한 제2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

(부기 16)

부기 15에 기재된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제1 펄스 신호 발생 회로는,

제1 콘덴서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콘덴서에 소정의 전류량을 유입시키는 제1 기간과, 상기 제1 콘덴서로부터 상기 소

정의 전류량을 유출시키는 제2 기간을 교대로 발생시켜, 상기 제1 콘덴서의 단자간 전압을 삼각형 형상으로 변화시키

는 삼각파 발생 회로로서,

상기 제1 기간으로부터 제2 기간으로의 전환 타이밍에 전압 레벨이 하이로부터 로우 또는 로우로부터 하이로 전환되

는 타이밍 신호를 출력하는 삼각파 발생 회 로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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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펄스 신호 발생 회로는,

상기 소정의 전류량과 동일한 미러 전류를 흘리는 전류 미러 회로와,

상기 제1 콘덴서보다 작은 정전 용량을 갖는 제2 콘덴서와,

상기 타이밍 신호에 따라서, 상기 제2 콘덴서에의 상기 미러 전류의 유입에 의한 충전 및 이 제2 콘덴서의 방전을 교

대로 전환하여 행하는 충방전 회로와,

상기 제2 콘덴서에의 상기 충전시에 있어서 이 제2 콘덴서의 단자간 전압이 소정 전압 레벨을 초과하는 타이밍 및 상

기 타이밍 신호의 전환 타이밍에 기초하여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논리 처리 회로를 포함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

(부기 17)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며, 이 스위칭 소자를 사각형파 신호에 따라 스위칭하여 입력 전압을 이것과 상이한 전압치의 

출력 전압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와, 상기 출력 전압의 전압치를 검지하여 검지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를 구비하는 DC-DC 컨버터에 이용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상기 출력 전압이 소정치가 되도록 온 듀티비를 설정한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상기 스위

칭 소자에 출력하여 피드백 제어하고,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상기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가 실질적으로 100 %가 되어 상기 피드백 제어

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발생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

(부기 18)

DC-DC 컨버터로서,

부기 10 내지 부기 17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듀티비 설정 회로와 상기 컨버터 회로와 상기 출력 전압 검지 회로를 

구비하는 DC-DC 컨버터와;

상기 DC-DC 컨버터에 상기 입력 전압을 공급하는 전지와;

상기 DC-DC 컨버터의 상기 출력 전압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전자 기기 본체를 포함하는 전자 기기.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동작 불안정을 일으키지 않는 DC-DC 컨버터 또한 동작 가능한 입력 전압 범위가 넓거나 또는 출

력 가능한 출력 전압 범위가 넓은 DC-DC 컨버터 및 이것을 이용한 전자 기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컨버터 회로의 제어에 있어서, 동작 불안정을 일으키지 않는 듀티비 설정 회로 또한 컨버터 회로의 동작 가능한 입력 

전압 범위를 넓게 또는 출력 가능한 출력 전압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듀티비 설정 회로 및 이것을 이용한 전자 기기

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며, 이 스위칭 소자를 사각형파 신호에 따라 스위칭하여 입력 전압을 이것과 상이한 전압치의 

출력 전압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와,

상기 출력 전압의 전압치를 검지하여 검지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와,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상기 출력 전압이 소정치로 제어되도록 온 듀티비가 설정된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생성하

여, 상기 스위칭 소자에 출력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를 구비하는 DC-DC 컨버터로서,

상기 듀티비 설정 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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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기준 전압과 상기 검지 전압을 입력받으며, 그 차에 따른 제어 전압을 출력하는 제어 전압 발생 회로와;

상기 제어 전압을 입력받으며, 상기 온 듀티비가 상기 제어 전압의 변화에 대하여 단조롭게 변화되는 사각형의 제1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제1 펄스 발생 회로와;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사각형의 제2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제2 펄스 발생 회로와;

상기 제1 펄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사각형파 신호로서 출력하는 선택 회로로서,

상기 제어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상기 제1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가 작아지 는 방향을 제1 방향으로 하고, 역으로 커

지는 방향을 제2 방향이라고 하면,

상기 제어 전압이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상기 제1 방향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

력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상기 제2 방향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선택하

여 출력하는 선택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DC 컨버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준 전압은 상기 입력 전압을 감소시키더라도, 상기 출력 전압을 소정치로 계속해서 제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온 듀티비의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상기 제어 전압보다도 상기 제2 방향 측의 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DC 컨버터.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제어 전압을 상기 제2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 상기 제1 방향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는 상기 제1 펄스 신호의 선택을 지시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 상기 제2 방향

측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는 상기 제2 펄스 신호의 선택을 지시하는 전환 신호를 출력하는 전환 신호 발생 회로와,

상기 전환 신호, 상기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를 입력받으며, 상기 전환 신호에 따라서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전 환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DC 컨버터.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펄스 발생 회로는,

상기 제1 펄스 신호의 주파수를 설정하는 주파수 설정 회로를 갖고,

상기 제2 펄스 발생 회로는,

상기 제1 펄스 신호와 동기하는 상기 제2 펄스 신호로서, 설정되는 상기 제1 펄스 신호 및 제2 펄스 신호의 주파수에 

상관없이, 온 듀티비가 일정한 제2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DC 컨버터.

청구항 5.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며, 이 스위칭 소자를 사각형파 신호로부터 스위칭하여 입력 전압을 이것과 상이한 전압치의 출

력 전압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와,

상기 출력 전압의 전압치를 검지하여 검지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와,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상기 출력 전압이 소정치가 되도록 온 듀티비를 설정한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상기 스위

칭 소자에 출력하여 피드백 제어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를 구비하는 DC-DC 컨버터로서,

상기 듀티비 설정 회로는,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상기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가 실질적으로 100 %가 되어 상기 피드백 제어

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DC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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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DC-DC 컨버터와;

상기 DC-DC 컨버터에 상기 입력 전압을 공급하는 전지와;

상기 DC-DC 컨버터의 상기 출력 전압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전자 기기 본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기

기.

청구항 7.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며, 이 스위칭 소자를 사각형파 신호에 따라 스위칭하여 입력 전압을 이것과 상이한 전압치의 

출력 전압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와, 상기 출력 전압의 전압치를 검지하여 검지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를 구비하는 DC-DC 컨버터에 이용하고,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상기 출력 전압이 소정치로 제어되도록 상

기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를 설정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제1 기준 전압과 상기 검지 전압을 입력받으며, 그 차에 따른 제어 전압을 출력하는 제어 전압 발생 회로와;

상기 제어 전압을 입력받으며, 온 듀티비가 상기 제어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단조롭게 변화되는 사각형의 제1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제1 펄스 발생 회로와;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사각형의 제2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제2 펄스 발생 회로와;

상기 제1 펄스 신호와 제2 펄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선택 회로로서,

상기 제어 전압이 변화되었을 때 상기 제1 펄스 신호의 온 듀티비가 작아지는 방향을 제1 방향으로 하고, 역으로 커지

는 방향을 제2 방향으로 하면,

상기 제어 전압이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상기 제1 방향 측의 값일 때에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고,

상기 제어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에 비하여 상기 제2 방향 측의 값일 때에 상기 제2 펄스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

는 선택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DC-DC 컨버터에 이용했을 때, 상기 제2 기준 전압은 상기 입력 전압을 감소시키더라도, 상기 

출력 전압을 소정치로 계속해서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온 듀티비의 상기 제1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상기 제어 전압

보다도 상기 제2 방향 측의 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

청구항 9.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며, 이 스위칭 소자를 사각형파 신호에 따라 스위칭하여 입력 전압을 이것과 상이한 전압치의 

출력 전압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회로와, 상기 출력 전압의 전압치를 검지하여 검지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 검지 

회로를 구비하는 DC-DC 컨버터에 이용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로서,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상기 출력 전압이 소정치가 되도록 온 듀티비를 설정한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상기 스위

칭 소자에 출력하여 피드백 제어하고,

상기 검지 전압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상기 사각형파 신호의 온 듀티비가 실 질적으로 100 %가 되어 상기 피드백 제

어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온 듀티비를 갖는 상기 사각형파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티비

설정 회로.

청구항 10.
DC-DC 컨버터로서, 제7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듀티비 설정 회로와 상기 컨버터 회로와 상기 출력 전

압 검지 회로를 구비하는 DC-DC 컨버터와;

상기 DC-DC 컨버터에 상기 입력 전압을 공급하는 전지와;

상기 DC-DC 컨버터의 상기 출력 전압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전자 기기 본체를 포함하는 전자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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