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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회로 내 방전 램프 전류에 대한 균등화

(57) 요약

복수의 병렬 회로 분기들, 또는 어떤 경우에는 병렬연결된 형광 램프들을 통과하는 전류들을 균형조정(balancing)하기 위

한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복수-레그(multi-leg)의 자기 코어를 갖는 단일 변압기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감겨서 전류의

균형조정을 단순화시킨다. 본원에 개시된 권선들을 구비하여 통상의 3-레그의 EE-유형 자기 코어들이 3개 이상의 병렬

분기들, 예컨대, 병렬연결된 냉음극 형광램프(CCFL;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를 갖는 회로에서 전류를 균형조정

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표도

도 1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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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N개의 병렬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균형조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N/2개 또는 (N/2)-1개의 공통 모드 초크(CMC; common mode chokes); 및

상기 N개의 부하가 N/2개의 부하로 이루어진 제1 부하 그룹 및 제2 부하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상기 제1 그룹의 N/2개 부하들의 제1 종단들은 전원의 제1극, 또는 변압기의 2차측의 제1극에 연결되고,

상기 제2 그룹의 N/2개 부하들의 제1 종단들은 상기 전원의 제2극, 또는 상기 변압기의 제2차측의 제2극에 연결되고,

상기 제1 그룹의 적어도 (N/2)-1개 부하들의 제2 종단들은 적어도 (N/2)-1개의 CMC의 제1 권선의 제1 종단들에 연결되

고,

상기 제2 그룹의 적어도 (N/2)-1개 부하들의 제2 종단들은 상기 적어도 (N/2)-1개의 CMC의 제2 권선의 제1 종단들에

연결되고,

각 CMC의 상기 제1 권선의 제2 종단은 다른 CMC의 상기 제2 권선의 제2 종단에 연결되며,

각 그룹에서 (N/2)-1개의 부하만이 CMC 권선들의 제1 종단에 연결된 경우, 한 그룹의 남은 하나의 부하의 제2 종단은

CMC의 이용가능한 상기 제1 권선의 제2 종단에 연결될 것이고, 다른 그룹의 남은 하나의 부하의 제2 종단은 다른 CMC의

이용가능한 상기 제2 권선의 제2 종단에 연결될 것이고,

각 그룹의 N/2개의 부하들이 N/2개의 CMC의 CMC 권선들의 제1 종단들에 연결된 경우, 각 CMC의 상기 제1 권선의 제2

종단 각각은 다른 CMC의 상기 제2 권선의 상기 제2 종단에 연결되고,

상기 CMC들의 상기 제1 및 제2 권선들은, 각 그룹의 상기 부하들에 흐르는 순간 전류들이 유사한 방향이 되도록 하고, 하

나의 그룹의 상기 순간 전류들의 방향은 다른 그룹의 상기 순간 전류들의 방향과 반대가 되도록 감겨 있는

구성을 포함하는

전류 균형조정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MC들은 분리되거나(separate) 또는 통합되거나(integrated), 몇 개의 상기 CMC들이 분리되거나

몇 개의 CMC들이 통합된 전류 균형조정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CMC, 통합형 코어의 적어도 하나의 레그 또는 양자 모두가 결함 검출을 위한 추가적인 적

은 권선수(low-turn)의 제어 권선을 갖는 전류 균형조정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N=6이고, 사용된 CMC들의 개수는 (N/2)-1=2이고, 상기 2개의 CMC 각각은 3-레그의 EE 유형 자기 코

어(3-leg EE type magnetic core)의 레그 하나를 사용하여 구현되는 전류 균형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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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추가적인 적은 권선수의 제어 권선이 결함 검출을 위한 상기 3-레그의 EE 유형 자기 코어의 중앙 레그에

배치되는 전류 균형조정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N=4이고, 사용된 CMC들의 개수는 (N/2)-1=1이고, 상기 변압기의 1차측 권선 및 2차측 권선은 3-레그

의 EE 유형 자기 코어의 중간 레그에 감겨 있으며, 상기 CMC의 상기 권선들은 상기 3-레그의 EE 코어의 다른 2개의 레그

에 감겨 있는 전류 균형조정 장치.

청구항 7.

부하의 누설 전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하에 들어가는 전류와 부하를 나가는 전류를 균형조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통 모드 초크(CMC); 및

상기 CMC의 제1 권선의 제1 종단이 전원의 제1극에 연결되고,

상기 CMC의 제2 권선의 제1 종단이 상기 전원의 제2극에 연결되고,

상기 CMC의 상기 제1 권선의 제2 종단이 상기 부하의 제1 종단에 연결되고,

상기 CMC의 상기 제2 권선의 제2 종단이 상기 부하의 제2 종단에 연결되고,

상기 CMC의 제1 및 제2 권선이, 하나의 권선에 흐르는 순간 전류가 부하를 향하는 경우, 다른 권선에 흐르는 순간 전류는

부하로부터 멀어지도록 감겨 있는

구성을 포함하는

전류 균형조정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는 복수의 균형조정된 또는 균형조정되지 않은 병렬 램프나 병렬 부하인 전류 균형조정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은 변압기의 제2 권선이고, 상기 변압기의 상기 2차측의 두 극들 간에 커패시턴스가 연결된 전

류 균형조정 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은 변압기의 2차측이고,

3-레그의 EE 유형 자기 코어를 사용하여, 상기 변압기의 1차측 및 2차측 권선들과 상기 CMC의 권선들을 통합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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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포함하는 전류 균형조정 장치.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CMC는 결합 인덕터(coupled inductor)에 의해 대체되고, 상기 CMC의 상기 제1 및 제2 권선은 상기 결합 인덕터의

제1 및 제2 권선들에 의해 대체되고,

직렬연결된 2개의 커패시터들이 상기 부하의 입력 및 출력 사이에 연결되고,

변압기의 2차측 권선의 중간점과 상기 2개의 직렬연결된 커패시터의 중간점이 접지된 전류 균형조정 장치.

청구항 12.

부하로부터의 누설 전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하에 들어가는 전류와 부하를 나가는 전류를 균형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결합 인덕터의 제1 권선은 공통 모드 초크(CMC)의 제1 권선에 제1 직렬연결로 연결되고,

상기 제1 직렬연결은 전원의 제1극과 상기 부하의 제1 종단 사이에 놓여지고,

상기 결합 인덕터의 제2 권선은 상기 CMC의 제2 권선에 제2 직렬연결로 연결되고,

상기 제2 직렬연결은 상기 전원의 제2극과 상기 부하의 제2 종단 사이에 놓여지고,

상기 결합 인덕터 및 상기 CMC들의 상기 제1 및 제2 권선들은, 하나의 직렬연결에서의 순간 전류가 부하로 향하는 경우,

다른 직렬 연결에서의 순간 전류는 부하로부터 멀어지도록 감겨 있는 구성을 포함하는 전류 균형조정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는 복수의 균형조정된 또는 균형조정되지 않은 병렬 램프나 병렬 부하인 전류 균형조정 시스

템.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은 변압기의 2차측 권선이고, 상기 변압기의 상기 2차측 권선의 중간점은 접지되며, 직렬연결

된 2개의 커패시터들이 상기 부하의 입력 및 출력 사이 또는 상기 직렬연결들의 중간점들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직렬연결

된 커패시터들의 중간점은 접지되는 전류 균형조정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3-레그의 EE 유형 자기 코어를 사용하여 상기 변압기의 1차측 및 상기 2차측 권선과 상기 CMC의 권선들을 통합하기 위

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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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포함하는 전류 균형조정 시스템.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은 변압기의 2차측 권선이고, 상기 변압기의 상기 2차측 권선의 중간점은 접지되며, 직렬연결

된 2개의 커패시터들이 상기 부하의 입력 및 출력 사이 또는 상기 직렬연결들의 중간점들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직렬연결

된 커패시터들의 중간점은 접지되며, 상기 변압기의 1차측 및 상기 2차측 권선들과 상기 CMC의 권선들이 단일 자기로 통

합되고, 상기 결합 인덕터는 다른 자기를 사용하는 전류 균형조정 시스템.

청구항 17.

N개의 병렬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균형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N개의 부하를 제1 부하 그룹 및 제2 부하 그룹으로 나누는 단계;

상기 제1 그룹으로부터 부하 전류 및 상기 제2 그룹으로부터의 부하 전류를 공유된 공통 모드 초크(CMC)에 의해 균형조

정하는 단계;

각 CMC의 2개의 권선 각각을 다른 CMC의 권선에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CMC의 권선에 흐르는 전류와 다른 CMC의 권선

에 흐르는 전류를 균등하게 하는 단계;

상기 CMC들의 상기 제1 및 제2 권선들이, 각 그룹의 상기 부하들에 흐르는 순간 전류들이 유사한 방향이고, 하나의 그룹

의 상기 CMC들에 연결된 부하들에 흐르는 상기 순간 전류들의 방향은 다른 그룹의 상기 CMC들에 연결된 부하들에 흐르

는 상기 순간 전류들의 방향과 반대가 되도록 구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류 균형조정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N개의 부하는 2개의 N/2개의 부하의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적어도 (N/2)-1개의 CMC가 상기 제1

그룹의 적어도 (N/2)-1개의 부하들 및 상기 제2 그룹의 적어도 (N/2)-1개의 부하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전류 균형조정 방

법.

청구항 19.

부하에 들어가는 전류와 부하에서 나가는 전류를 균형조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공통 모드 초크(CMC)의 제1 권선, 결합 인덕터 또는 양자 모두를 통해 전류를 통과시킴으로써 상기 부하로 들어가는 전류

를 제어하는 단계; 및

상기 CMC의 제2 권선, 상기 결합 인덕터 또는 양자 모두를 통해 전류를 통과시킴으로써 상기 부하로부터 나가는 전류를

제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류 균형조정 방법.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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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 상기 CMC와 변압기 권선들은 하나의 EE 유형 코어 상에서 통합되는 전류 균형조정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출원은 2005년 7월 6일 "형광램프에 있어서 자기 통합을 이용한 전류 균형조정 기법(Current Balancing Technique

with Magnetic Integration for Fluorescent Lamps)"이라는 제목으로 출원된 미국특허출원 제11/176,804호의 계속출원

이다.

이하에서 기술되는 실시예들은 상세하게는, 냉음극 형광램프(CCFL;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에서의 전류 균형

조정에 관한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회로의 복수 병렬 분기(branch)에서 전류 균형조정에 관련되어 있다.

형광램프는 통상의 전기 장치에서 일반 조명의 목적을 위한 광원을 제공하며, 백열전구보다 효율적이다. 형광램프는 저압

가스 방전 소스로서, 내부의 형광분말이 수은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된 아크에너지(arc energy)에 의해 활성화된다. 적절

한 전압이 인가되면, 수은 증기를 통해 전극 사이에서 전류가 흘러 소정의 가시 복사(visible radiation)를 발생시키는 아크

가 생성되고, 결국 최종적인 자외선이 형광체를 여기시켜 발광시키게 된다. 형광램프에서 2개의 전극은 전구의 각 양단에

밀봉되어 있으며, 방전 동작의 발광(glow) 또는 아크 모드에서 "냉(cold)" 또는 "온(hot)" 음극이나 전극 중 하나에서 동작

하도록 설계된다.

냉음극 형광램프(CCFL)는 액정 디스플레이(LCD)에서 백라이트(backlight) 애플리케이션으로 인기가 있다. 발광 또는 냉

음극 동작을 위한 전극들은 일반적으로 내벽이 방사성(emissive) 물질로 코팅된 폐쇄형 종단(closed-end)의 금속 원통으

로 구성될 수 있다. CCFL에서 사용되는 전류는 일반적으로 수 밀리암페어 수준이며, 전압 강하는 수백 볼트 수준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CCFL은 튼튼한(rugged) 전극, 필라멘트의 부재, 그리고 적은 전류 소모로 인하여 온(hot)음극 형광램프보다 훨씬 더 수명

이 길다. CCFL은 차가운 온도에서도 즉시 시동하고, 수명이 시동 회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광출력은 매우 낮은 레벨로

희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즈가 큰 LCD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의 램프가 필요하므로 백라이트를 균일하게 하고 램

프 수명을 길게 하려면, 램프들 간에 균형조정된 전류를 공유할 것을 요한다.

전류를 균형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각 램프를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인버터로 구동하는 것인데, 이 경우 전류 공유에 상

당한 정확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은 통상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다른 한 가지 해결책은 모든 램프를

단일 인버터로 구동하는 것이다. 도 1은 저전압 인버터, 체승(step-up) 변압기 및 전류 균형조정 변압기를 포함하는 복수

의 CCFL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이 기법은 비용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현재 소수의 전류 균형조정 변압기 기법들이 있

으며, 이들 중 2개를 도 2A 및 2B에 도시하였다. 이들 설계는, 개방 램프 조건 하에서 전류의 균형조정이 가능하지 않다.

발명의 구성

이하에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이 설명될 것이다. 이하의 설명은 이들 실시예들에 대한 설명을 요이하게 하고, 철저

한 이해를 위해 특정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은 이들 세부사항들의 다수가 없이도 실시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소정의 공지 구조나 기능들은 다양한 실시예들과 관련된 설명이 불필요하게 모호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도시 또는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

이하에서 개시되는 설명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비록 그 용어가 본 발명의 소정의 특정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더라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소정의 용어들이 강조될 수도 있지만, 어

떠한 제한된 방식으로 해석되도록 의도되는 모든 용어는 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정의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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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술되는 실시예들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권선(windings)을 갖는 복수 레그의 단일 변압기를

채택하는데, 이로써 관여하는 모든 램프를 통과하는 전류의 균형조정된 상태를 달성하고, 원하지 않는 기생(parasitic) 및

고조파(harmonics) 전류를 제거하는 간결하고 정확한 회로를 만들 수 있다. 개시되는 실시예들의 장점들 중 몇 가지를 들

자면, 정확한 전류 균형조정, 자기 코어 개수의 감소, 낮은 제조 비용, 작은 크기 및 개방 램프 조건 하의 전류 균형조정이

있다.

도 3은 3-램프 시스템의 램프를 통과하여 흐르는 전류를 균형조정하기 위해 지그재그 연결을 한 전류의 균형조정 회로를

도시한 것이다. 도 3에서, 3개의 변압기(각 레그당 하나)는 이상적이며, 권선비는 1:1이라고 가정하면, 동일 자기 코어 상

에서 두 권선 전압은 다음의 관계가 있다.

수학식 1

단자(A, B, C)에서 전압 수식은 다음과 같다.

수학식 2

따라서,

수학식 3

이며,

수학식 4

이다.

수식(4)로부터, 3개의 분리된 변압기들은 함께 통합되어 좀 더 컴팩트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난 변압기는 분리를 제공하지 않는 자동변압기의 한 유형이 된다. 일 실시예에서, 세

레그의 단면은 동일하며 각 레그는 2개의 권선을 갖고, 도 3에 따라 연결이 이루어진다. 자기 코어는 EE 유형의 코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각 레그별로 균형조정된 인덕턴스를 얻기

위해 다른 유형의 균형조정된 세 레그 코어들이 사용될 수 있다.

도 4는 2개의 상이한 권선 선택이 가능한 통합형 3-레그의 변압기 구조를 도시한다. 첫번째 선택은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든 레그들이 권선을 갖는 반면, 두번째 선택은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3개의 레그 중 2개만이 권선을 갖는다.

3개의 램프 내의 전류가 균형조정되기 위해 권선이 없는 레그가 다른 2개의 레그에 균형조정될 필요가 없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임의의 이용가능한 EE 유형의 자기 코어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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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도 4B에 도시된 실시예와 유사한 일 실시예의 권선 세부를 도시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통합형 자기 코어의 2개 레

그만 권선을 갖는다. 이 실시예는 3-램프 시스템에 있어서 전류의 균형조정을 제공한다.

도 6은 3-램프 시스템에서 전류의 균형조정을 위하여 스타-델타(star-delta) 연결을 한 대안적인 전류 균형조정 변압기의

권선 세부를 도시한 것이다. 도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실시예에서도 자기 코어가 통합되어 있다. 변압기의 권선비가 반

드시 1 대 1일 필요는 없다.

도 7은 제안된 전류의 균형조정 기법이 3개 이상의 레그를 갖는 통합형 자기 코어 및 지그재그 연결을 사용하여 3-램프 이

상의 시스템에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도시한 것이다. 단자(A, B,..., P 및 Q)는 고전압 커패시터에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

수 개의 상이한 커패시터들로 분리되어 연결될 수도 있음을 주목한다. 따라서, 단자의 전압들은 동일(common)하거나 위

상전이(phase-shifted)되거나 또는 인터리빙될(interleaved)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터미널(a, b, ..., p 및 q)은 접지

에 연결된다.

도 8은 3개 이상의 레그 및 연결되지 않는 권선을 갖는 자기 코어를 도시한 것이지만, 연결되지 않은 권선들은 도 6에 개시

된 일반적인 권선 원리에 따라 연결될 수도 있다. 단자(A, B,..., P 및 Q)는 고전압 커패시터에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 수

개의 상이한 커패시터들로 분리되어 연결될 수도 있음을 주목한다. 따라서, 단자의 전압들은 동일하거나 위상전이되거나,

또는 인터리빙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터미널(a, b, ..., p 및 q)은 접지에 연결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레그 단면을 갖는 대부분의 실시예들에서, 레그들의 주 권선(primary winding)들은 실질적으로 서로

유사하며, 레그의 제2 권선(secondary winding)도 또한 실질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나아가 각 레그의 2개의 권선들의 연

결들은 모두 임의의 다른 레그의 2개의 권선들의 연결과 유사하다. 그러나, 각 레그의 주 권선 및 제2 권선들은 반대 방향

으로 감겨 있다. 이하의 문단에서는, 상이한 변압기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일 방향으로 감겨 있는 것으로

나타난 모든 권선들은 주 권선으로 칭하고, 그 반대 방향의 권선들은 제2 권선으로 칭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모든 레그의 제2 권선들은 직렬로 연결되어 루프를 형성하는 반면, 각 주 권선의 한쪽 끝은 각 램프의

한쪽 끝과 연결되고, 각 주 권선의 다른쪽 끝은 접지에 연결된다. 다른 일부 실시예들에서, 각 레그의 주 권선은 한쪽 끝에

서 램프의 한쪽 끝과 연결되고, 다른쪽 끝에서는 다른 레그의 제2 권선의 한쪽 끝과 연결되며, 상기 다른 레그의 제2 권선

의 다른쪽 끝은 접지에 연결된다. 도 5의 4-권선 배치 연결은 이러한 일반적인 권고(directives)에 대한 하나의 예외이다;

그러나, 설명된 다른 권선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권선된 레그들에서 인덕턴스가 균형조정된다.

많은 수의 병렬 램프를 구동하기 위해 많은 수의 코어 레그를 갖는 변압기를 제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이용가능

한 3-레그의 EE 유형 코어와 같이 적은 수의 레그를 갖는 수 개의 상이한 변압기가 전류 균형조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도 9A는, 다수의 병렬 램프를 갖는 시스템의 전류를 균형조정하고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모든 레그에 2개의 권선이 있는

최소 3-레그 자기 코어 IM(I), 또는 모든 레그는 아니지만 1개 레그보다 많은 레그에 2개의 권선이 있는 최소 3-레그의 자

기 코어 IM(II)가 사용되는 구성배열의 일 예시를 도시한 것이다. 도 9B 및 9C는 도 9A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배치에 대해

지그재그 및 스타-델타 연결의 일 예를 도시한 것이다. 예시적인 도면들(9B 및 9C)에서, S는 IM(I) 코어의 개수이고, T는

IM(II) 코어의 개수이다. 복수의 병렬 램프를 구동하기 위해 두 유형 이상의 코어들 및/또는 권선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주

목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N+1개 램프 내의 전류들을 균형조정하기 위해 스타-개방-델타(star-open-

delta) 연결을 한 N-레그의 자기 코어를 도시한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 권선된 N개의 레그들 각각의 제1 권선은 한쪽 끝

에서 N개의 램프들 중 하나에 연결되고, 다른쪽 끝에서는 접지에 연결되며, 권선된 레그의 제2 권선들은 직렬로 연결되는

데, 직렬 연결된 권선의 한쪽 끝은 (N+1)번째 램프에 연결되고 직렬 연결된 권선의 다른쪽 끝은 접지에 연결되도록 제1

및 제2 권선들이 구성된다.

도 11A는 공통 모드 초크(CMC)들을 사용하는 전류 균형조정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회로는 주 변압기, 커패시터들, 램프

들 및 CMC들로 구성되어 있다. 변압기(T)의 중앙 탭들(mt 및 mc), 제2 권선들 및 커패시터들(C1 및 C2)은 접지될 수도

부유(floating)할 수도 있다. 도 1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로에 요구되는 CMC들의 개수는 N/2 (CM1 내지 CMN/2)개이

다. CMC들은 순간 루프 전류들 간에 다음의 관계를 이끌어낸다.

수학식 5

i1=iN, i2=i3, i4=i5, ..., iN-2=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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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수학식 6

i1=i2, i3=i4, i5=i6, ..., iN-1=iN

이므로, 이하 관계가 성립한다.

수학식 7

i1=i2=i3=i4=i5=i6, ..., iN-1=iN

도 11B는 유사한 전류 균형조정 방법을 도시한다; 그러나, 도 11B에 도시된 회로에서 요구되는 CMC들의 개수는 (N/2)-1

(CM1 내지 CMN/2-1)이다. 나아가, 도 11A 및 11B에서 CMC들은 전술된 바와 같이 상이한 장점을 제공하면서 분리될 수

도 통합될 수도 있다. 도 11A 및 11B에 도시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N개의 램프를 구동하기 위한 CMC들의 개수가 N/2

또는 (N/2)-1로 줄어든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몇 개의 램프마다 하나의 통합형 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6개의

램프마다 3-레그의 EE 유형 코어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도 12A 및 12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CMC의 권선 세부를 도시한 것이다. T1과 T2는 각각 CMC의 주 권선

및 제2 권선이며, 추가된 제어 권선이 있다. 제어 권선 양단에 전압이 걸려 있으면, 회로의 기능이 정상에서 벗어났음을 의

미하는데 왜냐하면, 정상 조건 하에서는 자속 상쇄로 인해 제어 권선 양단에 전위차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방 램프 루프 조건 하에서는 이 작은 제어 권선 양단에서 전압이 검출될 것인데, 이로써 결함 방지를 단순화시키면서도,

제어 권선은 비용도 적게 들고 제작도 용이하다.

도 13은 4-램프 애플리케이션을 위하여 단일 CMC를 사용하는 전류 균형조정 방법을 도시한 것인데, 4-램프 애플리케이

션을 위한 기존의 전류 균형조정 방법은 4개의 CMC를 사용한다. 도 13에 도시된 회로는 낮은 비용으로 만족할 만한 성능

을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4-램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CMC는 현재 이용가능한 EE 유형의 코어를 사용한다. 수식 (5),

(6) 및 (7)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도 13에 도시된 4개의 램프에서의 순간 전류는 동일하다.

도 14A는 6-램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전류 균형조정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이 방법은 단 2개의 CMC를 사용한다. 수식

(5), (6) 및 (7)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도 14A에 도시된 6개의 램프에서 순간 전류는 동일하다. 도 14B는 도

14A의 CMC를 구현하는 통합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14B에 나타난 바와 같이, 2개의 CMC가 동일한 자기 코어 상에

감겨 있는데, 이 경우가 EE 유형이다. 대안적 실시예에서, 제어 권선이 EE 코어의 중앙 레그에 배치되어 개방 램프 조건과

같은 결함을 검출한다. 이 실시예에서 개시된 방법은 램프 루프에서 전류를 균형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CMC의 개수를 줄

인다.

도 15A는, 전류의 균형조정을 달성하기 위해 변압기(T) 및 도 13의 CMC를 단일 자기 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

이다. 통합된 자기는 도 15A에 도시된 모든 권선(Lpri, L1, L2, Tb1, Tb2, Tb3 및 Tb4)를 포함하는데, Lpri는 주 변압기(T)의

주 권선이고, L1 및 L2는 제2 권선이며, Tb1, Tb2, Tb3 및 Tb4는 전류 균형조정을 위한 CMC의 권선들이다. 도 15B는 자기

코어 및 상세한 권선 연결을 도시한 것이다. 이 실시예의 장점들 중 하나는 필요한 자기 코어가 간단하고 그에 따라 관련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도 16은 복수의 병렬 램프에 대하여 단일 CMC를 사용하는 누설 방지 방법을 도시한 것으로, 복수의 병렬 램프는 추가적인

전류 균형조정 수단을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적으로는, 램프에 들어가는 전류(Ipos)는 램프를 나오는

전류(Ineg)와 동일해야 하지만, 길이가 긴 램프에서는 램프와 접지 사이를 연결하는 커패시터때문에 램프에서 접지(예컨대,

지구 또는 틀(chassis))로 고주파의 누설 전류가 있을 수 있다. 도 16의 개시된 구성에서, 공통 모드 초크(CM1)는 이러한

누설을 최소화하고자 Ipos와 Ineg 전류를 균형조정한다.

도 17A와 17B는 도 16에 도시된 방법과 유사한, 주 변압기(T)와 CMC가 감겨 있는 단일 자기 코어를 채택하는 전류 균형

조정 및 누설 최소화 방법을 도시하는데, 이 때 권선 연결은 도 15B에 따라 이루어진다. CMC들은 도 1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램프와 직렬로 배치되거나, 도 1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압기 제2 권선과 직렬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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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은 결합 인덕터(coupled inductor; Lc1 및 Lc2)를 갖는 전류 균형조정 방법을 도시한다. 일반적으로, 주 변압기(T)는

CCFL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충분히 큰 누설 인덕턴스를 갖지만, 누설 자속은 공기를 통해 흘러나가 손실을 발생시키며,

이것은 고전력 레벨에서 극도로 커진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서는, 주 변압기(T)는 작은 누설 인덕턴스를 갖지만, 결합

인덕터가 램프 전류들(Ipos와 Ineg)을 균등화하는 동시에, 두 권선 양단에 동일한 전압을 제공함으로써, 변압기가 적절할 공

진탱크(resonant tank)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는 고전력 설정에서 효율성을 개선시킨다.

도 19A와 19B는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주 변압기(T) 및 CMC에 대해 하나의 통합형 자기 코어를 구비한 램프 전류 균

형조정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이 실시예는 도 17 및 18에 도시된 실시예들에서 제안된 장점들을 결합한 것이다. 도 19A

및 19B에서 파선은 비용 및 공간을 줄이고 제작을 단순화시키기 위한 2개의 가능한 통합 선택사항을 도시한다.

본 발명의 태양들은 자기 회로, 그 제작 공정, 그리고 그것과 전자 소자 및 IC 통합을 완전히 활용하는 저가의 해결책을 이

용하여, 회로 루프 내에서 균형조정된 전류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하에 적용될 수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

요하다.

내용(context) 상에서 명백히 다르게 요구되지 않는 한,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전체에 걸쳐, "포함(comprise)", "포함하는

(comprising)" 등의 용어는 배타적인(exclusive) 또는 망라적인(exhaustive) 의미와는 반대로 포괄적인(inclusive) 의미

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의 의미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연결된(connected)", "결

합된(coupled)" 또는 임의의 그 변형물들은 2이상의 소자 사이의 직접 또는 간접의 모든 연결이나 결합을 의미한다; 소자

들 간의 연결의 결합은 물리적, 논리적 또는 그것들의 조합이 될 수 있다.

덧붙여, "본 명세서에서(herein)", "상술한(above)", "이하에서(below)" 및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이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

는 경우, 본 명세서를 전체로서 지칭하는 것이며, 본 명세서의 임의의 특정 부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 상 허용된

다면, 상기 상세한 설명에서 단수 또는 복수의 개수를 사용하는 단어들도 각각 복수나 단수를 포함할 수 있다. 2 이상의 항

목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참조하는데 있어 "또는(or)"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에 대한 다음의 모든 해석을 커버하는 것이

다: 즉, 리스트 내 임의의 항목, 리스트 내 모든 항목 및 리스트 내 항목들의 조합.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한 상기 상세한 설명은 망라적이거나, 본 발명을 상기 개시된 형태로 딱 들어맞게 제한하는 것으

로 의도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 및 예시들은 설명을 위해 기술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균등 변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제공되는 본 발명의 개시는 다른 시스템들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들이 반드시 상술된 시스템일 필요는 없

다. 상술된 다양한 실시예들의 소자들 및 동작들은 다른 실시예를 제공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다.

상기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본 발명에 변경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설명은 본 발명의 소정의 실시예들을 기술하고, 최

적의 모드로 생각되는 것을 기술하지만, 상기에 문자로 세부사항이 얼마나 나타나 있든 간에, 본 발명은 많은 방식으로 실

시될 수 있다. 앞서 기술된 보상 시스템의 세부사항은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 본 발명의 테두리 내에 속하면서도, 구현의 세

부 관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소정의 특징 또는 태양을 기술할 때 사용된 특정 용어는, 그와 관련된 본 발명의 임의의

특정한 특성, 기능 또는 태양에 한정하기 위해 본 명세서에 재정의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이하의 청구

항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상기 상세한 설명에서 그 용어들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는 한, 본 발명을 명세서에 개시된 특

정 실시예들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제 범위는 개시된 실시예들 뿐만 아니라, 청구

항에 따라 본 발명을 실시 또는 구현하는 모든 균등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특정 태양들이 특정 청구항 형태로 이하에서 제시되지만, 발명자들은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들을 임의의 개수의

청구항 형태로 예상한다. 따라서, 발명자들은 본 발명의 다른 태양들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항 형태를 추구하기 위해, 출원

제출 후에도 추가적인 청구항을 추가할 권리를 남겨둔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회로 루프 내에서 균형조정된 전류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하에 적용될 수 있는, 자기 회로, 그 제

작 공정, 그리고 그것과 전자 소자 및 IC 통합을 완전히 활용하는 저가의 해결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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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단일 인버터로 구동되는 복수 램프 시스템의 도면.

도 2A 및 2B는 종래의 복수 램프 전류 균형조정 시스템의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복수 램프 시스템에 있어서 전류 균형조정 기법의 예시도.

도 4A 및 4B는 본 발명의 2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3-레그 자기 코어를 갖는 2개의 통합형 변압기의 구조도.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단일 자기 코어를 갖는 4-권선 3-램프의 전류 균형조정 기법의 예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다른, 단일 자기 코어를 이용하는 3-램프의 전류 균형조정 기법의 스타-델타(star-

delta) 구성도.

도 7은 복수 램프 시스템에서 전류 균형조정을 위하여 지그재그 연결을 한 복수-레그의 자기 코어 도면.

도 8은 복수 램프 시스템에서 전류 균형조정을 위하여 스타-델타 연결을 한 복수-레그의 자기 코어 도면.

도 9A, 9B 및 9C는 본 발명의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에 따른, 3개 이상의 병렬 램프에서 전류의 균형조정을 위하여 수개의

복수-레그의 변압기를 사용하는 전압기 구성도.

도 1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자기 코어 레그들의 전체 개수보다 더 많은 램프들에서 전류의 균형조정을 위해

스타-개방-델타(star-open-delta) 연결을 한 복수-레그의 자기 코어 도면.

도 11A 및 11B는 공통 모드 초크(CMC; common mode choke)를 사용하는 전류 균형조정 방법의 도면.

도 12A 및 12B는 도 11A 및 11B에 도시된 CMC의 권선 세부도.

도 13은 단일 CMC를 사용하는 4-램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류 균형조정 방법의 도면.

도 14A는 2개의 CMC를 사용하는 6-램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류 균형조정 방법의 도면이고, 도 14B는 단일 자기를

갖는 도 14A의 CMC를 구현하는 통합 방법의 도면.

도 15A 및 15B는 도 13의 CMC 및 변압기를 단일 자기로 통합하기 위한 방법의 도면.

도 16은 복수의 부하에 대하여 단일 CMC를 사용하는 전류 균형조정 방법의 도면.

도 17A 및 17B는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은 회로에 대하여 주 변압기 및 CMC가 감긴 단일의 자기 코어를 사용하는 전류

균형조정 방법의 도면.

도 18은 결합 인덕터를 사용하는 전류 균형조정 방법의 도면.

도 19A 및 19B는 주 변압기 및 CMC를 구현하는 통합형 자기 코어를 갖는 램프 전류 균형조정 방법의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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