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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전원을 다수의 부하로 전달하는 순차 버스트 모드 조절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시
스템(10)은 하나의 펄스 폭 변조된 신호로 부터 다수의 위상 펄스 폭 변조된 신호(36)를 생성하며, 여기서 각각의 위
상 신호는 각각의 부하로 전달되는 전원을 조절한다. 일실시예에 따른 회로는 PWM 신호 생성기와, PWM 신호(12)를 
수신하고 각각의 부하로 전달되는 전원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다수의 위상 PWM 신호를 생성하는 위상 지연 어레이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은 고정된 또는 가변의 주파수 기준 신호를 이용하여 PWM 신호의 주파수를 설
정하는 주파수 선택기 회로(14)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펄스 폭 변조기, 가변 선택기, 위상 버스트 신호, 위상 지연 어레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순차 버스트 모드 활성화 회로에 관한 것으로써, 보다 상세하게는 다수 부하의 활성화 및 세기 변화에 있어서 
성능의 일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회로 형상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다수 부하가 세기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곳에서 일
반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다중 형광 램프, 특히 다중 냉음극 형광 램프(CCFL)가 예를 들어 텔
레비전과 컴퓨터 스크린에 사용될 경우 및 액정 표시 장치(LCD)의 백라이트에 사용될 경우에 특히 유용성이 있다.

    배경기술

    
램프를 밝게 또는 어둡게 하거나 부하의 세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회로 및 기술들이 알려져 있다. 특히 액정 표시 
장치(LCD)의 백라이트에 사용될 때 형광 램프를 어둡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전압 조절 딤밍 시스템(voltage co
ntrolled dimming system)으로써 알려져 있다. 전압 조절 딤밍 시스템은 전류 제어 및 전류 피드백 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전압 제어 딤밍 시스템에 따르면, 딤밍은 인버터의 출력 전압(즉, 형광 표시관의 인가 전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버터의 입력 전압을 변화시킴으로써 수행된다. 형광 표시관이 방전 에너지를 이용하여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형광 
표시관으로의 인가 전압이 너무 낮으면 방전은 불안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압 제어 딤밍 시스템은 큰 딤밍 범위
를 얻을 수 없으며, 가능한 딤밍 비율은 단지 약 2:1 정도이다. 여기서, 딤밍 비율이란 램프 시스템의 딤밍 범위를 나타
낸다.
    

형광 램프를 딤밍하기 위한 다른 기술로써, 램프에 인가된 전원을 감소시켜 원하는 딤밍을 제공하기 위하여, 램프에 전
원을 공급하는 교류 신호가 가변할 수 있는 폭의 노치를 가지고 나누어지는 "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이 있다. 램프로 
제공되는 교류(AC) 전원의 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램프가 동작하는 휘도는 더 낮아진다. 펄스 폭의 가변 능력을 제공하
기 위한 일반적인 장치로써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펄스 폭 변조기(PWM)가 있다.

 - 2 -



공개특허 특2003-0025910

 
버스트 모드 딤밍에서, 광원을 라이트-온 지속시간(light-on duration)과 라이트-아웃 지속시간(light-out durati
on) 간의 가변 시간 비율로 주기적으로 빛을 내게 함으로써 딤밍을 수행한다. 따라서, 전술한 전압 조절 딤밍 방법과는 
반대로, 이 시스템은 가능하게는 100:1 이상의 큰 딤밍 비율을 제공함으로써 광도가 크게 변화하도록 한다.

    
미국 특허번호 제5,844,540호는 액정 표시 장치(LCD)에서 백라이트 제어 기능을 위한 라이팅/딤밍 회로를 제시하고 
있다. " PWM 딤머 구동 회로" 는 인버터를 통해 액정 패널의 배면 상의 형광 표시관으로 공급되는 전류의 진폭을 조절
한다. 이러한 회로의 하나의 목표는 점등의 불일치 또는, 백라이트 또는 형광 표시관과 액정 표시 장치(LCD) 간의 플
리커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표는 소음을 줄이는 것이다. PWM과 인버터 회로는 광원을 라이트-온 및 
라이트-오프 지속시간 간의 가변 시간 비율로 주기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광원 구동 장치
를 조절함으로써, 빛의 서로 다른 평균 세기를 만들어 낸다. 라이트-온 지속시간은 PWM 회로를 위한 입력을 제공하는 '
펄스 계수 회로'에 의해 결정된다. 이 펄스 계수 회로는 LCD 패널 수평 동기 신호의 펄스의 개수를 계수하며, 백라이트
가 그것의 라이팅 신호와 LCD의 라이팅 신호의 동기를 맞추도록 하는 온-지속시간을 대비한다. 더욱이, 광원의 라이
팅/온-오프 주파수는 LCD 패널의 수평 동기 신호의 수평 구동 주파수의 일부분이며, 이로 인하여 LCD 패널의 표시 장
치와 백라이트 둘 다 서로서로 동위상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형상은 "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단일 형광 램프를 위해서만 제공된다. 또한, 그것은 LCD와 백라이트 간에 라이팅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백라이
트의 라이팅과 LCD와의 동기화를 지원한다. 형광 램프, 특히 냉음극 형광 램프는 초기에 전원이 들어올 때 임피던스가 
높다는 것에 주의하여 한다. 만일 다중 냉음극 형광 램프(CCFL)가 이용되면, 모든 램프의 하나의 광원과의 동기로 인
하여 전류 리플이 야기될 것이다. 이러한 전류 리플은 인버터 성능을 저하시키고 플리커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다중 냉
음극 형광 램프가 동기되면 전원 공급 장치는 모든 냉음극 형광 램프를 동시에 켤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전원을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전달된 순간 전압 때문에 전원 전압이 그것의 한정된 동적 응답으로 인한 
강하가 일어나다. 따라서, PWM 신호, 즉 " 버스트-모드" 딤밍의 사용만으로는 다중 램프 구조에서 플리커/소음에 대
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다중 냉음극 형광 램프의 다중 모드 딤밍에서 플리커 또는 소음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의 기술은 캐패시터를 
전원 공급 장치와 직렬로 놓아 전류 리플을 야기시키는 전원 서지(surge)를 흡수하는 것이다. 이 기술의 단점은, 각 버
스트 모드 사이클에서 램프들이 꺼질 때, 고유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는 전원선이 캐패시터를 충전하는 전류를 계속해서 
운반하여 출력 전압에서의 증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형광 램프가 아닌 다수 부하와의 활성화에 대한 종래 기술은 다중 램프의 활성화에 의한 플리커 또는 소음 문제점에 대
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발명은 상술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중 버스트 모드 신호 간의 위상 
편이를 생성함으로써 다수 부하를 위한 순차 버스트 모드 활성화 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버스트 모드 신호는 부하로 
전달된 전원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며, 적어도 두 개의 부하가 동시에 턴-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위상 편
이된 버스트 신호에 의해 각 부하를 조절한다. 본 발명에 따른 회로는 다수 부하가 동시에 턴-온됨으로써 발생하는 순
간적인 높은 전류 리플과 잡음을 제거함으로써 종래의 조절 회로의 문제점을 극복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같은 목적들은, 펄스 폭을 가지고 있는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펄스 변조기; 주파수 선택 신호를 생성하는 주파수 선
택기; 및 상기 펄스 신호와 주파수 선택 신호를 수신하고, 적어도 두 개의 위상 버스트 신호가 다른 시작 시점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위상 버스트 신호를 생성하는 위상 지연 어레이를 구비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순차 
버스트 모드 활성화 회로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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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위상 편이된 버스트 모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은, 펄스 폭을 가지고 있는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제 1단계; 주파수 선택 신호를 생성하는 제2 단계; 상기의 주파수 선택 신호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펄스 신호
의 상기 펄스 폭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위상 버스트 신호를 생성하는 제3 단계; 및 서로 다른 시작 시점을 가지도록 상
기 적어도 하나의 위상 펄스 신호를 지연시키는 제4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펄스 폭 변조된 신호를 생성하는 펄스 폭 변조기; 상기 펄스 폭 변조된 신호의 폭을 선택하기 위한 가
변 선택기; 및 상기 펄스 변조된 신호 및 상기 주파수 선택 신호를 수신하고, 적어도 두 개의 상기 펄스 폭 변조된 신호
들 간의 펄스 지연을 생성함으로써 다수의 위상 버스트 신호를 생성하는 위상 지연 어레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에서, 다수의 위상 버스트 신호를 이용하여 다수의 부하로 공급되는 전원을 조절한다. 또한, 일
정한 또는 가변의 위상 지연이 각각의 위상 버스트 모드 신호 사이에서 생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일실시예에
서, 다중 램프를 위한 순차 버스트 모드 딤밍 회로를 제공한다. 특히, 일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은 다수의 냉음극 형광 램
프(CCFL)를 위한 순차 버스트 모드 딤밍 회로를 제공한다. 사용자 또는 소프트웨어 입력이 PWM 신호의 펄스 폭을 변
화함으로써, 램프로 전달되는 전원을 결정한다. 기준 신호는 PWM 신호의 주파수를 선택하도록 두 배로 된다. 이 선택
된 주파수는 램프가 턴-온 및 턴-오프되는 주파수를 결정한다. 계수기와 클럭을 이용하여, 다중 위상 버스트 신호들은 
다수의 냉음극 형광 램프를 위한 상기 버스트 신호로부터 생성된다. 각각의 위상 버스트 신호는 적어도 두 개의 램프가 
위상을 벗어난 버스트 신호를 수신하도록 일정한 위상 편이만큼 편이된다. 따라서, 각 램프의 순차 버스트 모드 활성화
가 생성된다. 마지막으로,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에서, 각각 해당 위상 버스트 신호와 결합하여 해당 램프로부터 피드백
을 이용하는 다수의 위상 어레이 구동기가 전원을 공급하고 해당 램프의 세기를 조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은 기준으로써 텔레비전 세트에서 음극선관의 종래의 스크린 업데이팅 주파수를 
따르는 백라이트 부하를 위한 주파수 선택 신호를 생성하는 주파수 선택기를 포함하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위상 지연 
어레이는 다수의 위상 버스트 신호를 생성함으로써, 어떠한 두 개의 위상 버스트 신호도 다른 시작 시점을 가지지 않는
다. 그와 같은 일실시예에서, 위상 지연 어레이는 각각의 위상 버스트 신호가 다른 위상 버스트 신호로부터 그와 같은 
위상 지연만큼 지연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또는 가변 위상 지연을 생성한다.
    

하기 설명이 예시적인 시스템과 사용 방법에 관해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러한 예시적인 시스템과 사용 방법에 한정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과 장점은 하기의 상세한 설명 및 참조 도면(여기서, 유사 번호는 유사 부분을 나타낸다)에 의해 명
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순차 버스트 모드 신호 발생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보여주는 상위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순차 버스트 모드 신호 발생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구체적으로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순차 버스트 모드 신호 발생 시스템의 펄스폭 변조기의 신호를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순차 버스트 모드 신호 발생 시스템의 위상 지연 어레이의 신호를 보여주는 도면.

도 5(a) 및 도 5(b)는 부하의 개수에 따른 회로의 '선택' 신호 입력을 보여주는 표.

도 6은 도 1 내지 도 5에서 언급된 신호들을 요약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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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순차 버스트 모드 발생 시스템의 IC 구현의 일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위상 어레이 구동기들을 보여주는 상위 블록도.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어떻게 위상 어레이 구동기가 전원 조절 신호를 생성하는지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9a는 부하 전류의 신호를 보여주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있어서 어떻게 위상 어레이 구동기가 전원 조절 신호를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타이밍도.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위상 어레이 구동기에 의해 생성된 전원 조절 신호를 보여주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위상 어레이 구동기 집적회로의 집적회로 구현을 보여주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집적회로에서 어떻게 위상 어레이 구동기가 전압 클램핑 신호를 생성하는지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14(a) 및 14(b)는 각각 하프-브릿지 및 풀-브릿지 (H-브릿지) 형상의 일실시예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15는 풀-브릿지 형상에서 크로스 스위치 신호들의 생성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도면.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다수의 냉음극 형광 램프(CCFL: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를 위한 버스트 모드 조절 회로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예를 들어, 냉음극 형광 램프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커다란 패널에 배열된다. 일반적으로, 커
다란 냉음극 형광 램프 패널들은 각각 최소 6개 램프를 사용하고, 본 발명은 6개 이상의 냉음극 형광 램프를 가지고 있
는 버스트 모드 활성화 회로를 설명하기로 한다. 물론, 본 발명은 부하의 최소 개수에 한계가 없으며, 또한 냉음극 형광 
램프 또는 어떠한 특정 형태의 부하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순차 버스트 모드 신호 발생 시스템(10)의 일실시예를 보여주는 상위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
하면, 순차 버스트 모드 신호 발생 시스템(10)은 위상 편이된 버스트 모드 신호들(50)을 생성하고, 생성된 버스트 모
드 신호들을 전원의 시간 지연된 조절을 다수의 부하(18)로 제공하는 구동기(100)로 보낸다. 종래 기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 버스트 모드" 는 일반적으로 PWM 신호의 펄스 폭에 기초하여 부하에 전달된 전원을 조절하기 위하여 P
WM 신호를 이용하여 부하에 대한 전원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차 버스트 모드 신호 발생 시스템(10)은 일반적
으로 펄스 변조된 신호(36)를 생성하는 변조기(12)와, 펄스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를 설정하기 위한 주파수 선택 신호
(40)를 생성하는 주파수 선택기(14)와, 다중 위상 편이된 버스트 신호(50)를 생성하는 위상 지연 어레이(16)를 포함
하여 이루어진다. 유리하게도, 다수의 위상 편이된 버스트 신호(50)로 다수의 부하(18)를 독립적으로 조절하여 단일
의 고전원 입력에 대한 필요성을 적당한 다수 저전원 입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순차 버스트 모드 신호 발
생 시스템(10)은 종래의 다수 부하 전원 조절 회로가 가지고 있는 전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순차 버스트 모드 신호 발생 시스템(10)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펄스 변조기(12)
는 펄스 폭이 L이며 듀티 사이클(즉, 펄스 폭)이 부하(18)로 전달된 전원을 결정하는 PWM(pulse width modulated) 
신호(36)를 생성한다. 주파수 선택기(14)는 주기가 T인 독립적인 기준 신호(38)에 기초하여 PWM 신호(36)의 주파
수를 선택한다. 일실시예에서, 이후에 설명하게 될 명확한 이유로 인하여, 주파수 선택기(14)는 (주기가 T인) 기준 신
호(38)의 주파수를 계수 k와 곱하는 체배기(multiplier)를 포함하며, (주기가 T/k인) 다중 신호(40)를 생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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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중 신호(40)는 PWM 신호(36)의 주파수를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순차 버스트 모드 신호 발생 
시스템(10)이 다중 냉음극 형광 램프들을 조절하는 데에 이용된다면, 동기 신호, 즉 Vsync는 기준 신호(38)로써 이용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음극 형광 램프가 텔레비전, 비디오 또는 액정 표시 장치의 스크린에 사용된다면, Vsync(38)
는 온-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하는데 사용되는 이용가능한 비디오 신호이다. 만일 임의의 기준 신호가 스크린 
업데이팅 주파수와 독립적으로 선택된다면 " 비트(beat)" 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Vsync의 사용은 바람직할 것이
다. " 비트" 는 당업자라면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명백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디오 디스플레이는 음극선관(CRT)
에 의해 텔레비전 모니터를 가로질러 전송된다. 음극선관은 디스플레이의 전송을 완료하자마자 출발점으로 돌아가며 계
속해서 다음 디스플레이를 전송한다. 디스플레이는 Vsync에 의해 정의되는 주파수에서 리프레시된다. 하나의 디스플레
이 전송의 완료와 다음 디스플레이의 개시 간의 지속시간동안 어떠한 정보도 방송되지 않으며 텔레비전 스크린은 검게 
된다. 만일 빛이 이 지속시간 동안에 들어온다면, 음극선관이 출발점으로 전이함에 따라 다른 디스플레이를 겹치게 하
는 눈에 보이는 라인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 비트" 로 알려져 있다. 만
일 램프의 버스트 모드 조절의 주파수가 Vsync 주파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빛이 전술한 지속시간 동안 들어와서 비트
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만일 냉음극 형광 램프 주파수가 스크린 업데이팅 주파수와 동일하고 그것의 배수가 아
니라면 빛의 동시 발생적인 세기로 인하여 플리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 업데이팅 주파수는 곱하여 진다. 따
라서, Vsync는 상기 실시예에서 바람직한 기준 신호이다.
    

    
기준 신호(38)가 곱해져서 다중 신호(40)를 생성하는 일실시예에서, 다중 신호(40)의 주기 T/k[k는 기준 신호(38)
의 승수(multiplier)이다]가 PMW 신호(36)의 L 보다 클 때, 즉 기준 신호(38)의 주기 T가 k*L 보다 클 때, 각 버스
트 신호(50)는 서로 다른 펄스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주의해야 한다. 만일 주기 T가 k*L 보다 같거나 작으면, 
각 버스트 신호(50)는 높은 직류(DC) 신호가 될 것이다 (즉, 각 버스트 신호(50)는 풀 전원 설정을 나타내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더 논의가 될 것이다. 도 2의 일실시예에서, 주파수 선택기(14)는 독립적인 기준 신호 Vsy
nc(38)의 주파수(즉, k=2)를 두 배로 하여, 주기가 T/2인 주파수 선택 신호(40)를 생성한다. 이하에서 설명하겠지만, 
PMW 신호(36)와 주파수 선택 신호(40) 둘 다 다수의 위상 버스트 신호(50)를 생성하는 위상 지연 어레이(16)로 입
력된다.
    

위상 지연 어레이(16)는 연속적인 위상 버스트 신호들(50 1 , 502 ,..., 50 n) 간의 위상 지연 값 D를 결정하는 위상 지연 
발생기(52)와, 부하의 개수(n)를 결정하는 부하 선택 회로와, 다중 위상지연 펄스 폭 변조 신호들(50 n)을 생성하는 회
로(5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하,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5(a) 및 도 5(b)는 선택 회로(58)로의 '선택' 신호 입력에 관한 도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입력들은 본 발명에 
따른 순차 버스트 모드 신호 발생 시스템(10)에 연결된 부하(18)의 개수(n)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역기서, n은 또
한 위상 버스트 신호(50)의 개수를 나타낸다는 것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일실시예에서, 선택 회로(58)는 입력 " 선택" 
신호들의 이진 값(binary value)에 기초하여 위상 지연 발생기(52)로 적절한 신호를 생성하는 상태 기계(state mac
hine)로써 동작한다. 도 5(a)는 일실시예의 " 선택" 신호 발생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 6개의 냉음극 형광 램프가 사
용되었다. 이 표는 냉음극 형광 램프의 개수를 나타내는 이진 값을 생성하는 두 개의 입력, 즉 Sel0 및 Sel1을 포함하
고 있다. 이 표에서, 6개의 냉음극 형광 램프들을 Sel=0와 Sel1=0로 나타내었다. (2의 증분으로 더해지는) 그 이상의 
냉음극 형광 램프는 이 표에서 정의된다. 도 5(b)의 표는 전술한 도 5(a)의 예를 일반화하여, 최소 6개 보다 더 적고 
최대 12개 보다 더 많은 냉음극 형광 램프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선택 신호 입력(58)은 더 많
은, 즉 n개보다 더 많은 부하(18)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예에서, 추가적인 선택 입력, 즉 Sel2가 제공되어, 추가
적인 부하가 정의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후에 설명하게 될 명확한 이유 때문에, 냉음극 형광 램프를 부하로 사용하는 예
에서, 회로에서 램프의 개수를 짝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당업자라면 도 5(a) 및 도 5(b)의 표와 선택 회
로(58)가 어떠한 부하의 개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도 3은 펄스 폭 변조기(12)의 신호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펄스 폭 변조기(12)는 펄스 폭 L이 가변 선택기(24)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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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는 펄스 폭 변조된 신호(36)를 생성한다. 가변 선택기(24)는 가변 전원(즉, 딤밍)이 PWM 신호의 펄스 폭 L을 
변화시켜 부하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가변 선택기(24)는 원하는 딤(dim) 설정에 비례하는 직류(DC) 
신호(30)의 값을 변화시킨다. 일실시예에서, 가변 선택기(24)는 딤 선택기(26)와 극성(polarity) 선택기(28)를 포함
하여 이루어진다. 딤 선택기(26)는 직류 신호(30)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원하는 딤 설정을 결정한다. 극성 선택
기(28)는 이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오실레이터(22)는 펄스 폭 변조기(12)로의 입력으로써 소정의 주파
수를 가지고 있는 삼각 파형(34)을 생성한다. 직류 신호(30)를 삼각 파형(34) 위에 중첩시킨다. 도 3에 도시한 일실
시예에서, 각 삼각 파형(34)의 상승(25a) 및 하강(25b)과 직류 전압(30)의 교차점에 의하여 정의되는 부분은 각 펄
스의 리딩(leading) 에지와 폴링(falling) 에지를 결정하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펄스 폭 변조된 신호(36)의 펄스 폭 L
을 결정한다. 이러한 일실시예에서, 직류 신호(30)의 값이 클수록 펄스 폭 L은 더 작아지며, 직류 신호(30)의 값이 작
을수록 펄스 폭 L은 더 커지게 된다. 또 다른 일실시예에서, 각 폴링 에지(25b)와 다음 라이징(rising) 에지(25c)에 
의해 정의되는 부분은 펄스 폭 L을 생성하는 데 이용된다. 이러한 일실시예에서, 직류 신호(30)의 값이 클수록 펄스 폭 
L은 더 커지며, 직류 신호(30)의 값이 작을수록 펄스 폭 L은 더 작아진다. 극성 선택기(28)는 펄스 폭 L을 생성하기 
위하여 직류 신호(30)와 삼각 파형(34)의 교차점 중 어떤 부분을 사용할 지를 결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펄스 폭 변
조기(12)는 사용자 선택(24)에 의해 결정된 펄스 폭이 L인 PMW 신호(36)를 생성한다.
    

도 4는 위상 지연 어레이(16)의 구체적인 블록도 및 그 신호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위상 지연 어레이(16)는 위상 지연 
값 D를 결정하며, L, T/2 및 개수 n의 함수로써 위상 버스트 신호(50)를 생성한다. 위상 지연 어레이(16)는 입력으로
써 클럭 신호(15), 펄스 폭이 L인 PWM 신호(36), 선택 신호 입력(58) 및 두 배의 주파수 즉 주기가 T/2인 기준 신호
(40)를 수신한다. 바람직하게, 각 위상 버스트 신호(50) 간의 위상 편이가 일정하도록, 즉 D 값이 일정하도록 D 값을 
결정한다. 또한, 위상 지연 D 자체는 마지막과 첫 번째 위상 버스트 신호 사이를 반복한다. 즉, n 개의 위상 버스트 신
호(50)가 있을 경우, 위상 버스트 신호 n(50 n)의 각 펄스(p)는 위상 버스트 신호 1(50 1 )의 다음 펄스(p+1)로부터 
위상 편이 D만큼 앞서고 있다.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라 이러한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상 지연 D를 (T/2)/n와 같
게 한다. 여기서 T는 기준 신호(38)의 주기이며, T/2는 신호(40)의 주기이며, n은 위상 버스트 신호(50)의 개수이며, 
각 위상 신호(50)의 주파수는 신호(40)의 주파수와 동일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은 위
상 지연 값이 일정하지 않으나 일부 또는 모든 부하(18)가 여전히 다른 시간에 턴-온 되도록 가변 위상 지연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대안적인 실시예는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일실시예에서, 회로(54)는 전술한 입력을 가정하면 n 개의 위상 버스트 신호(50)를 생성하는 클럭 입력(15)을 가지고 
있는 계수기(56)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계수기(56)는 일련의 토글링 플립플롭(toggling flip-flops)으
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t 시간에서 클럭 펄스는 첫 번째 위상 버스트 신호(50 1 )의 첫 번째 펄스를 발생시키는 
한편 t+D 시간에서 클럭 펄스는 두 번째 위상 버스트 신호(50 2 )의 첫 번째 펄스(p)를 발생시킨다. 마찬가지로, t+2D 
시간에서 클럭 펄스는 세 번째 위상 버스트 신호(503 )의 첫 번째 펄스를 발생시키고, t+(n-1)*D 시간에서 클럭 펄스
는 n 번째 위상 버스트 신호(50 n)의 첫 번째 펄스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 t+(n)*D 시간에서 클럭 펄스는 첫 번째 위
상 버스트 신호(501 )의 두 번째 펄스를 발생시킨다. 각 신호의 주기가 T/2이기 때문에, [(t+nD)-t]는 T/2와 같게 
된다. 이 때, T는 독립적인 신호(38)의 주기이다. 다시 말하면, n*D는 T/2와 같게 되며, 따라서 D는 (T/2)/n이 된다.

또한, 각 위상 버스트 신호(50)는 펄스 폭 L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m 번째 위상 버스트 신호(50 m )
의 첫 번째 펄스는 가변 펄스 폭 L에 의해 지정된 지속시간 동안 클럭 신호 t+(m-1)D에서 시작하는 클럭 신호를 샘
플링하여 생성된다. 계속되는 위상 버스트 신호(50)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첫 번째 위상 버스트 신호(
50)의 첫 번째 펄스는 t, t+1, t+2,..., t+(L-1)에서 클럭 펄스로부터 생성되어, L 개의 클럭 펄스는 각 위상 버스트 
신호 펄스(p)의 펄스 폭 L을 구성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위상 버스트 신호(50)를 위하여 개별적인 펄스를 생성하
기 위하여, L은 T/2보다 작아야만 한다. 즉, 만일 L이 T/2 보다 작지 않으면, 각 위상 버스트 신호(50)는 구별할 수 있
는 펄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직류 신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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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1 내지 도 5에서 전술한 일실시예를 위하여 논의된 신호들을 요약한 도면이다. 신호(34)는 오실레이터(22)
(도 3에 도시되어 있음)에 의해 생성된 삼각 파형이다. 직류 신호(30)는 신호(34)에 겹쳐지며, 원하는 딤밍을 발생하
기 위하여 상향 또는 하향 편이, 즉 증가 또는 감소된다. 신호(34)와 직류 신호(30)와의 교차점은 펄스 폭 변조된 신호
(36)의 각 펄스의 라이징 및 폴링 에지를 결정하여, 펄스 폭 변조된 신호(36)의 각 펄스의 펄스폭 L을 결정한다. 펄스 
폭 변조된 신호(36)는 신호(34)의 주파수를 따른다. 신호(36)의 펄스 폭 L은 위상 버스트 신호(50)(즉, 50 1 내지 5
0n)을 생성하는데 이용되지만, 펄스 폭 변조된 신호(36)의 주파수는 그러하지 않다. 위상 버스트 신호(50)의 주파수
는 주기가 T인 독립적인 기준 신호 Vsync(38)에 의해 결정된다. Vsync(38)은 주기가 T/2 즉 주파수가 2/T인 신호
(40)를 생성하기 위하여 두 배로 된다. 위상 버스트 신호(50)는 이러한 주파수 2/T에 의하여 조절된다. 위상 버스트 
신호(50)의 개수는 사용하게 될 부하의 개수에 대한 입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로서, 6개의 부하가 사용된다. 따라서, 
6 개의 위상 버스트 신호(50)가 디스플레이되며, 여기서 각 위상 버스트 신호(예를 들어 50 2 )는 (T/2)/6=T/12 만큼 
이전의 위상 버스트 신호(501 )를 지연시킨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순차 버스트 모드 신호 발생 시스템(10)의 집적회로(IC) 구현(60)의 일실시예를 보여주는 도
면이다. 이 집적회로(60)는 PWM 생성기(12)와, Vsync 검출기 및 위상 편이 검출기(13)와, 주파수 체배기(14)와 위
상 지연 어레이(16)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구성요소 12, 14 및 16은 도 1 내지 도 5에서 설명하였다. 일실시예에 따
른 집적회로(60)는 또한 클럭(15)과, 삼각 파형(34)을 생성하는 오실레이터(22)와, 위상 버스트 신호의 전류 구동 용
량을 증폭하는 버퍼(19)와, 저전압 록아웃(under voltage lockout) 보호 회로(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PWM 발생기(12)는 DIM, 극성, LCT 및 클럭(100 KHz 생성기) 신호를 입력신호로써 수신한다. PWM 생성기(12)는 
전술한 바와 같이 PWM 신호(36)를 생성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생성기(12)에 의해 생성된 PWM 신호의 펄스 
폭은 DIM 및 극성 입력을 이용하여 선택된다. 집적회로(60)의 LCT는 소정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전술한 삼각 파형
을 생성하는 오실레이터(22) 입력이다. 클럭(15)은 가변 펄스 폭이 계수될 수 있도록 시간 증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다.
    

    
Vsync 검출기 및 위상 편이 검출기(13)는 입력으로 Vsync(38), Sel1, Sel0 및 클럭(15)을 수신한다. Vsync(38)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독립적인 기준 신호이다. Vsync 검출기 및 위상 편이 검출기(13)는 독립적인 기준 신호 Vsync(38)
의 존재여부를 검출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위상 지연 값 D를 계산한다. 집적회로에서, 만일 Vsync(38)이 검출되지 
않으면, 검출기(13)는 기준 신호(38)를 생성하기 위하여 오실레이터(22)의 주파수를 이용한다. 검출기(13)가 Vsyn
c 신호(38)를 검출하면, 검출기(13)는 오실레이터(22) 주파수를 버리고 신호(38)를 위한 주파수를 채택한다. 검출기
(13)는 독립적인 기준 신호(38) 뿐만 아니라 위상 지연 값 D를 출력한다. 클럭(15)와 더불어 신호(38)는 주파수 체
배기(14)로 전송된다. 여기서, Vsync의 주파수는 버스트 주파수를 생성하기 위하여 두배로 된다.
    

    
일실시예에 따른 집적회로에서, 위상 지연 어레이(16)의 입력은 PWM 생성기(12)로부터의 PWM 신호(36)와, 주파수 
체배기(14)로부터의 버스트 주파수 값과, 클럭(15)을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상 지연 어레이(16)는 다중 위
상 지연 버스트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계수기를 이용한다. 여기서, 각 위상 버스트 신호는 부하(18)로 공급되는 전원
을 조절하도록 동작한다. 각 위상 버스트 신호는 전류 구동 용량을 증폭하는 버퍼(19) 및 개별적인 위상 어레이 구동기
(100)를 통해 구동된다. 이것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보호 회로(2)는 전원 소스(Vcc)의 전압 레벨을 감지하는데 사용된다. 도 6에서 26번 핀인 Vcc가 로우(low)에서 하이
(high)로 상승할 때, 보호 회로(2)는 전체 집적회로를 리셋하여 집적회로가 기능적으로 초기 상태가 된다. Vcc가 로우
가 되면, 보호 회로(2)는 집적회로를 셧 다운(shut down)시켜 집적회로에 대한 가능한 손상을 방지한다.

 - 8 -



공개특허 특2003-0025910

 
    
도 8은 일실시예에 따른 위상 어레이 구동기(100)의 상위 블록도이다. 일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 각 위상 어레이 구
동기(Driver 1, Driver 2,..., Driver n/2)는 입력으로 두 개의 위상 버스트 신호를 수신하고, 전원을 두 개의 부하로 
각각 출력한다. 각 부하에 대한 전원의 조절은 나머지 부하에 대한 전원의 조절과 독립적이다. 따라서, 대안적인 구조는 
각 위상 어레이 구동기(100)가 도면에 도시된 것보다 더 많거나 더 적은 부하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일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에서, 각 위상 어레이 구동기(100)는 위상차가 180도인 두 개의 위상 버스트 신호(50)를 수신하고 
위상차가 180도인 두 개의 전원 조절 신호(51)를 생성한다. 위상 어레이 구동기(100)는 각 가변 펄스 폭 L을 각 부하
가 각 사이클 내에 머물 수 있는 지속시간으로 변환한다. 따라서, 위상 버스트 신호의 펄스 폭이 클수록, 각 사이클 동안 
각 부하로 전달된 전원은 더 커진다. 또한 각 부하는 각 위상 버스트 신호(50)에 의해 정의되는 버스트 주파수에서 턴
-온/오프 된다. 일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에서 구동기(100)는 상보적인 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위상 버스트 신호(50)
의 개수는 짝수가 된다.
    

도 9는 위상 어레이 구동기(100)에서 부하 전류 제어 신호(ICMP)의 발생을 설명하는 일실시예에 따른 회로(200)이
며, 도 10은 도 9에 대한 타이밍도이다. 도 9 및 도 10은 이하에서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도면 부호는 도 1 내지 
도 5와 동일하다.

    
회로(200)는 전류 제어 신호(ICMP)를 생성하는 에러 증폭기(120)와, 부하(18)에 직렬로 연결된 감지 저항(Rsens
e 138)과, 회로(200)를 위상 지연 어레이(16)에 연결하는 스위치(134)와, 피드백 캐패시터(CFB 139)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회로(200)은 노이즈를 필터링하기 위한 RC 저역 통과 필터(136)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류 제어 신
호(ICMP)를 부하(18)로 인가하기 위하여 변환기(160)를 이용한다. 상기 구성요소들은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기
로 한다.
    

    
일반적으로, 회로(200)는 피드백 신호(VIFB)를 수신하고, 두 개의 동작 모드 동안 전류 제어 신호(ICMP)를 생성한다. 
첫 번째 모드는 소프트 스타트(soft start)이며, 두 번째 모드는 버스트 모드이다. 소프트 스타트 모드에서, 부하(18)
는 외부 소프트 스타트 제어기(도시되지 않음)를 이용하여 준비기간 동안 오프 상태로부터 동작 가능한 온 상태로 전원
이 증가된다. 소프트 스타트 제어기는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버스트 모드에서, 전술한 위상 버스트 신호(50, P
WM)의 듀티 사이클이 부하(18)의 동작 가능한 온 상태인 동안 부하 전류(IL)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즉, 일실
시예에서, 부하 전류(IL)는 [L/(T/k)]*ILmax에 비례할 것이다. 여기서, L은 신호(50)의 펄스 폭이며, T/k는 신호(
50)의 주기이며, ILmax는 부하가 완전히 전원-온 될 때 부하 전류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하(18)는 버스트 모드 
동안 제광(dim)된다. 이것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소프트 스타트 모드는 연속적으로 버스트 모드 보
다 앞선다. 전류 제어 신호(ICMP)는 버스트 모드 동안에 부하 전류(IL)를 조절하지만, 소프트 스타트 모드에서는 그
러하지 않다. 소프트 스타트 모드 동안, 언제 소프트 스타트 모드에서 버스트 모드로 토글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
류 제어 신호(ICMP)를 감시한다. 이것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양자의 모드에서, 에러 증폭기(120)는 피드백 신호(VIFB)와 기준 신호(ADJ)를 비교하고, 전류 제어신호(ICMP)를 
생성한다. 일실시예에서, 에러 증폭기(120)는 네거티브 연산 증폭기이다. 기준 신호(ADJ)는 부하(18)의 동작 전류를 
나타내는 소정의 일정한 기준 전압이다. 이것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전류 제어 신호(ICMP)는 피드
백 신호(VIFB)를 증가 또는 감소시켜 기준 신호(ADJ)와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즉, 만일 피드백 신호(VIFB)가 기준 
신호(ADJ)보다 작으면, 에러 증폭기(120)는 전류 제어 신호(ICMP)를 증가시킨다. 반대로, 만일 피드백 신호(VIFB)
가 기준 신호(ADJ)보다 크면, 에러 증폭기(120)는 전류 제어 신호(ICMP)를 감소시킨다. 만일 피드백 신호(VIFB)와 
기준 신호(ADJ)가 같으면, 전류 제어 신호(ICMP)는 피드백 신호(VIFB)를 기준 신호(ADJ)로 유지시키는 일정한 값
이 된다. 소프트 스타트 모드와 버스트 모드 동안 회로(200)의 동작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그 순서로 상세하게 설명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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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소프트 스타트 모드에서, 부하(18)는 오프 상태에서 동작가능한 온 상태로 전원이 상승한다. 회로(
200)는 부하 전류(IL)에 기초하여 전류 제어 신호(ICMP)를 생성하지만, 각각의 위상 버스트 신호(PWM 50)에 기초
하여 전류 제어 신호(ICMP)를 생성하지는 아니한다. 즉, 소프트 스타트 모드 동안, 회로(200)는 스위치(134)에 의하
여 위상 지연 어레이(16)로부터 연결이 끊어진다. 이것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의 설명은 ILrms 
및 ILrms(spec)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ILrms는 주어진 순간에서 부하 전류(IL)의 평균 제곱근을 나타낸다. 
여기서 사용하는 ILrms(spec)는 부하(18)가 풀 전원에서 동작하고 있을 때 제조업자의 부하 사양(specifications)을 
나타낸다.
    

소프트 스타트 모드에서, 피드백 신호(VIFB)는 부하 전류(IL)의 함수이다. 로드 전류(IL)는 일반적으로 사인 파형이
다. 오옴의 법칙에 따라, 피드백 신호(VIFB)는 Rsense*IL에 비례한다. 피드백 신호(VIFB)는 대략 0.45*Rsense*IL
rms에 해당하고,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여기서, TL 은 사인 곡선의 주기이며, t1 및 t+TL 은 사인 곡선에서 한 주기의 시작점과 종점을 각각 정의하며, ILpeak
는 피크 부하 전류이다. 다이오드(137)는 부하 전류(IL)의 음수 부분을 필터링하여 출력함으로써, 부하로 전달된 반파 
정류된 전류 파형을 도시한 도 9a에서 신호(400)로 나타낸 파형, IL(+)을 생성한다. 회로(200)으로부터 연결이 끊어
진 위상 버스트 신호(PWM 50)와 함께, 피드백 신호(VIFB)는 실질적으로 Rsense를 가로지르는 전압이다. 즉,

                  이므로

    
본 발명은 피드백 (VIFB)을 결정하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 제한되지는 않는다. 일실시예에서, 소프트 스타트 모드 및 
버스트 모드 모두, 일정한 기준 전압(ADJ)은 0.45*ILrms(spec)*Rsense가 된다. 여기서, ILrms(spec)는 일반적으
로, 전술한 바와 같이, 부하의 동작 사양에 의해 정의되는 상수이다. 따라서, 부하(18)가 동작 사양에 따라 풀 전원일 
때, 즉 온 상태일 때, VIFB는 ADJ가 될 것이다. 부하(18)가 소프트 스타트 모드의 시작시 오프 상태로부터 턴-온되기 
때문에, IL은 사실상 0이 된다. 결국, VIFB 신호는 실질적으로 영(zero), 즉 ADJ 신호보다 작게 된다. 따라서, ICMP 
신호는 하이가 된다. 부하 전류(IL)가 소프트 스타트 제어기(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증가되기 때문에, VIFB 신호는 증
가하고, 따라서 VIFB 신호와 ADJ 신호 간의 차이가 감소하게 된다. 결국, ICMP 신호는 감소하게 된다. VIFB 신호가 
ADJ와 같으면, 부하(18)는 전술한 것처럼 동작 가능한 온 상태가 되고, ICMP 신호는 그의 동작 전류에서 부하(18)를 
조절할 에너지를 운반한다. 따라서, 소프트 스타트 모드에 의해 정의되는 대기 (준비) 단계는 언제 소프트 스타트 제어
기(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제공되는 에너지가 ICMP에 의해 제공되는 에너지와 대등하게 되도록 증가했는지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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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소프트 스타트 제어기(도시되지 않음)가 제어를 중단하고, ICMP 신호가 부하 전류를 조절한다. 버스트 모드
가 시작된다.
    

버스트 모드에서, 회로(200)는 부하 전류(IL) 및 PWM 신호(50) 둘 다에 기초하여 제어 신호, ICMP를 생성한다. 따
라서, VIFB 신호는 더 이상 수식 VIFB=(0.45)*Rsense*ILrms 을 고수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상기 수식은 PWM 신
호(50)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인자에 의해 보충된다. 결국, 버스트 모드에서, ICMP 신호는 PWM 신호(50)를 따라
가게 되고, 부하(18)를 구동한다. 이것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스위치(134)는 버스트 모드 동안 회로(200)를 위상 지연 어레이(16)에 연결한다. 일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에서, 스위
치(134)는 기준전원 소스(REF)가 소스 단자 (또는 에미터 단자)에 연결되고, 각 위상 버스트 모드 신호(PWM 50)가 
게이트(또는 베이스 단자)에 연결된 PNP 트랜지스터(134)이다. REF의 기준 전원은, 예를 들어, 집적 회로 소스 전원
(VCC(도시하지 않음))을 분배하는 전압 분배 회로(도시하지 않음)를 통해 공급될 수 있다. PWM 신호(50)에 의해 유
발될 때, 스위치(134)는 소스 단자에서 드레인 단자(또는 컬렉터 단자)를 REF에 연결하여, PWM_52 신호를 회로(2
00)로 전송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스위치(134)는 게이트 단자에서 로우 신호에 의해 유발되고, 따라서 PWM_5
2 신호는 PWM 신호(52)와 상보적이 된다. PWM 신호(50)가 하이가 되면, 트랜지스터(134)는 오프되고, PWM_52 
신호는 PNP 트랜지스터(134)로부터 분리된다. 즉, 어떠한 버스트 모드 정보도 회로(200)로 전송되지 않고, VIFB 신
호는 일실시예에서 수식 0.45*ILrms*Rsense를 따르게 된다. PWM 신호(50)이 로우가 되면, 트랜지스터(134)는 온 
상태가 되고, PWM_52 신호는 하이가 된다. Rlimit(135)는 PWM_52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한다. 이 전압은 VIFB 신
호와 더하여 진다. VIFB 신호에 더하여진 전압이 동작 가능한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부하 전류를 변화시키는 ICM
P 신호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Rlimit를 선택한다.
    

    
PWM 신호(50)가 인가되고, 전술한 바와 같이, PWM_52 신호가 생성된다. PWM 신호(50)가 로우가 되면, PWM_5
2 신호는 하이가 되고, 따라서, VIFB는 ADJ를 초과하게 된다. VIFB 신호를 감소시키고 VIFB를 ADJ에 일치시키기 위
하여, ICMP 신호는 로우가 된다. ICMP 신호가 부하(18)를 구동하기 때문에, 부하(18)는 효과적으로 턴-오프된다. 
당업자라면 오프된 부하(18)는 부하에 대한 전압 또는 전류가 0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전
류 또는 전압이 부하가 오프될 때 최소 한도로 계속해서 부하(18)를 충전할 수도 있다. PWM 신호(50)가 하이가 될 
때, PWM_52 신호가 기준 전압(REF)로부터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 일실시예에서, VIFB 신호는 수식 VIFB=0.45*I
Lrms*Rsense로 돌아간다. 부하가 효과적으로 오프가 되기 때문에, ILrms는 0에 근접하게 된다. ICMP 신호는 하이로 
되어 ADJ에 근접하는 VIFB를 만든다. 결국, 부하 전류(IL)는 하이가 되고, 부하(18)은 턴-온된다. 도 10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부하 전류(IL)가 각 위상 버스트 신호(PWM 50)을 따라 가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부하 전류(IL)
는 또한 각 버스트 신호(PWM 50)를 지연시킨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버스트 모드 동작 동안 PWM_52 신호, ICMP 신호 및 부하 전류(IL)의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읽어낸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PWM-52 신호는 각 위상 버스트 신호(PWM 50)에 맞추어져 
있다. 즉, PWM 신호(50)의 하이에서 로우로 또는 로우에서 하이로의 전이와, PWM_52 신호의 각각 로우에서 하이로 
또는 하이에서 로우로의 전이 간에 어떠한 중요한 지연도 존재하지 않는다. 에러 증폭기(120)는 한정된 충전 및 방전 
전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VIFB 신호가 각각 ADJ 보다 더 높거나 또는 더 낮을 때 CFB(139)를 충전 또는 방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결국, 도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ICMP 신호는 PWM_52신호를 지연시킨다. ICMP 신호는 버스트 
모드 동작 동안 부하(18)를 구동시키고, 마찬가지로 부하 전류(IL)는 PWM_52 신호를 지연시킨다.
    

    
도 12는 위상 어레이 구동기(100)의 집적회로 구현(300)의 일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집적회로(300)는 하프-
브릿지 스위칭 형상을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비포-메이크(break-before-make) 회로(1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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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대안적인 집적회로 구현에서, " 풀 브릿지" , " 포워드" 또는 " 푸쉬
-풀" 과 같은 스위칭 형상들은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다. 도 9의 계속적인 도면 번호는 집
적회로(300)의 몇몇 동작적인 면을 설명하기 위하여 포함되어 있다. 집적회로(300)는 서로서로 180도의 위상차가 나
는 두 개의 위상 버스트 신호(PMW 신호)(50)를 수신한다. 집적회로(300)는 이러한 위상 버스트 신호(50)를 서로서
로 180도의 위상차가 나는 두 개의 각 부하를 구동하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당업자라면 두 개의 개별적인 부하를 구동
하는 몇몇 구성요소(예를 들면, 선택기 122, 124 및 126)의 중복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집적회로(300)는 
단지 예시일 뿐이며, 세 개 이상의 부하(또는 하나의 부하)를 구동하도록 용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 먼저, 이하에서 언
급하듯이, 신호 검출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비교 회로 및/또는 주문형 회로로부터 구성될 수 있는 선택기 122, 124 및 
126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집적회로(300)는 전압 감지를 하는 에러 증폭기(121)와, 전류를 감지하는 에러 증폭기(120)와, 전류 또는 전압 피드
백 선택기(122)와, 버스트 모드 또는 소프트 스타트 선택기(124)와, 최소 전압 선택기(126)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선택기(122, 124 및 126)는 하나의 비교기와 두 개의 전달 게이트를 포함하는 동일한 구조로 될 수 있고, 멀티플렉서
로 구현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에러 증폭기(120)는 ADJ와 소프트 스타트 모드에서 부하 전류(IL)와 버스트 모드에서 부하 전
류(IL)와 위상 버스트 신호(PWM 50)에 의하여 결정되는 피드백 신호(VIFB, 집적회로(300)에서 3번 핀으로 표시)
를 비교하여 전류 제어 신호(ICMP, 집적회로(300)에서 4번 핀으로 표시)를 생성한다.

    
마찬가지로, 도 13은 기준 전압(예를 들어 2 V)과 부하 전류에 의해 결정되는 전압 피드백 신호(VFB, 집적회로(300)
에서 6번 핀으로 표시)를 비교하여 전압 제어 신호(VCMP, 집적회로에서 5번 핀으로 표시)를 생성하는 에러 증폭기(
121)의 회로(350)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부하가 초기에 전원공급이 되면, 소프트 스타트 제어기
(입력 132)(이하, SST로 함)에 의해 부하로 전달된 전원은 로우가 된다. 즉, 변환기(160)의 제2차 측의 부하 전압(V
x)은 로우가 된다. 결국, VFB는 로우이다. VFB와 기준 전압(예를 들어 2 V) 간의 차이가 비교의 문턱 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에러 증폭기(121)는 하이의 VCMP 신호를 생성한다. VFB와 부하 전압 간의 관계는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하
겠다. SST가 증가할 때, VFB는 증가하여 기준 전압(예를 들어 2 V)에 근접하고 VCMP는 감소한다. VFB가 기준 전압
(예를 들어 2 V)과 같을 때, 부하 전압을 구동하는 SST 대신에 VCMP가 선택됨에 따라, 부하 전압을 소정의 전압에서 
효과적으로 클램핑하여 VFB는 기준 전압(예를 들어 2 V)과 같게 된다. 회로(360)은 VFB와 회로(350)에서 변환기의 
제2차 측에서 제공되는 실제 부하 전압(Vx)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즉,
    

VFB=Vx*C1/(C1+C2)

    
따라서, VFB 즉 전압 피드백 신호가 부하 전압(Vx)의 원하는 요소를 반영하도록 C1 및 C2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만
일 C2=1000*C1이면, VFB=Vx/1000이 된다. 즉, VFB는 부하 전압(Vx)의 1/1000인 부하 전압을 나타낸다. 이 예에
서, 만일 기준 전압이 2 볼트이면, 부하 전압은 2000 볼트에서 클램프된다. 더욱이, 도 9의 반파 정류기 다이오드(13
7)와 유사한 다이오드(365)는 반파 정류된 전압 신호를 생성한다. Ry 와 Cy는 정류된 파형의 피크 전압을 검출하는 
피크 전압 검출기이다.
    

    
전류 또는 전압 피드백 선택기(122)(I_or_V 피드백)는 전압 제어 신호(VCMP) 또는 전류 제어 신호(ICMP) 중 하나
를 버스트 모드 동작동안 부하를 구동하는 신호로써 선택한다. 회로(300)에서, 만일 부하 전압이 전술한 소정의 값을 
초과하는 한편 부하 전류가 동작 전류보다 더 작게 되면(즉, VIFB< ADJ), 선택기(122)는 VCMP를 선택한다. 반대
의 경우에는 선택기(122)는 ICMP를 선택한다. 선택기(122)는 제어 신호의 선택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대로 비교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기(122)는 부하가 동작할 수 있는 또는 소정의 풀 전원에 도달하였는지를 결정하
기 위하여 ADJ와 VIFB를 비교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하, 전술한 바와 같이, ICMP 또는 VCMP일 수 있는 제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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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CMP)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집적회로(300)에서, 선택기(122)는 버스트 모드 또는 소프트 스타트 선택기(124)(CMP_OR_SST)에 연결된다. 집적
회로(300)의 선택기(124)는 전술한 두 개의 동작 모드, 즉 소프트 스타트 또는 버스트 모드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 지
를 결정하고 적절할 때 다음과 같이 소프트 스타트에서 버스트 모드로 토글한다. 선택기(124)는 어떤 모드가 적용될 
지를 결정하고, 소프트 스타트 모드에서 소프트 스타트 신호(SST) 또는 버스트 모드에서 제어 신호(CMP) 중 하나인 
신호(CMPR)를 생성하기 위하여 CMP와 SST(소프트 스타트 제어기에 의해 생성된 부하 전원 제어 에너지)를 비교한
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하(18)가 동작 가능한 온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버스트 모드가 유발되기 때문에, CMPR은 S
ST가 CMP와 같아 지게 되기 전에 SST가 되며, CMPR은 일단 SST가 CMP와 같거나 초과하게 되면 CMP가 된다. 소
프트 스타트 신호(SST)에 대비하는 소프트 스타트 제어기는, 예를 들면, 충전 속도가 부하가 전원이 상승되는 속도를 
결정하는, 13번 핀(132)에 외부에서 연결된 캐패시터(도시하지 않음)를 이용함으로써 구현된다. 이 예에서, SST 전
압은 Is/(C*T)가 된다. 여기서, Is는 전원 소스(133)에 의해 공급된 전류이며, C는 외부 캐패시터(도시하지 않음)의 
용량이다. 부하 전류(IL)가 소프트 스타트 모드 동안 증가되는 비율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외부 캐패시터의 용량을 변화
시킬 수 있다. 비록 소프트 스타트 모드가 종료하고 CMP가 SST와 같을 때 버스트 모드가 시작하고, CMP가 버스트 모
드 동안 부하에 대한 전원을 조절하더라도, SST는 계속해서 VCC로 증가한다.
    

    
선택기(124)는 회로(130)에서 최소 전압 선택기(CMPR_or_MIN 126)에 연결된다. 이하, 선택기의 출력을 RESCOM
P라고 하겠다. 선택기(126)는 심지어 부하가 " 오프" 상태인 때에도 소정의 최소 전원이 부하로 확실히 전달되도록 한
다. 즉, 부하로 전달된 전원이 소정의 최소 값보다 더 적은 경우, RESCOMP가 최소 전압(예를 들어 740 mV)이 된다. 
만일 부하 전압이 소정의 최소 전압 이상이라면, RESCOMP는 CMPR(즉, 전술한 바와 같이 CMP 또는 SST 중 하나)
가 된다.
    

결국, 버스트 모드에서, PWM 신호(50)가 로우가 되고, 부하가 전술하 바와 같이 턴-오프될 때마다, 소정의 최소 전압
은 부하 전체에 걸쳐 유지된다. 부하 전체에 걸쳐 최소 전압을 유지하는 바람직함에 관하여는 냉음극 형광 램프를 참조
하여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냉음극 형광 램프는 오프시 높은 임피던스를 갖는다. 따라서, 램프를 통해 전류를 처음으로 인가하는 데 즉 램프를 턴-
온할 때 큰 전압이 필요하다. 회로(300)에서, 큰 전압이 변환기(160)의 제2차 측에 의해 냉음극 형광 램프로 인가되어 
램프를 턴-온 시킨다. 일단 전류가 램프를 통해 인가되면, 임피던스는 감소하고, 결국 전압은 동작 레벨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소정의 최소 전원이 부하 전체에 걸쳐 유지된 후에는 램프를 턴-온하기 위한 큰 전압의 인가를 반복해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소정의 최소 전압이 선택기(126)에 의해 선택될 때, 램프(128)는 펄스 폭 변조기(PWM)로써 기능하고, 부하로의 전
원을 결정하는 펄스 폭을 가진 PWM 신호를 생성한다. 램프(128)의 기능은 도 3과 관련하여 언급한 펄스 폭 변조기(
12)의 기능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점을 참고하여, PWM 신호의 발생을 위해 램프(128)에 의해 사용되는 직류 전압
은 소정의 최소 전압이다. 도 3과 관련하여 언급한 삼각 파형(34)과의 교차점에서, 소정의 최소 전압은 신호를 유지하
기에 최소한도로 적절한 PWM 펄스 폭을 생성한다. 실제적으로, 각 버스트 사이클 동안 부하가 오프일 때 부하로 최소
한도의 전원 공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램프는(128) 선택기(126)에 의해 공급된 소정의 최소 전압을 이용한다. 부하 
전압이 소정의 최소 값을 초과할 경우, 전술한 버스트 신호(PWM 50)에 의해 결정되는 전원 신호가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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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비포-메이크 회로(130)는 변환기(160)를 턴-온/턴-오프시키기 위하여 전술한 적절한 신호들을 이용한다. 
택일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적합한 스위치가 사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집적회로(300)는 범용 DC/AC 
변환기로써 하프-브릿지 형상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스위치와, 브레이크-비포-메이크 회로(130)의 출력과, NDRI 
및 PDRI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NDRI 및 PDRI는 N형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NMOSFET)와 P형 모스 전계 효
과 트랜지스터(PMOSFET)를 각각 턴-온 및 턴-오프하여 변환기(160)를 각각 접지 또는 전원 전압(VCC)으로 스위
칭한다. 구체적으로, 브레이크-비포-메이크 회로는 N형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NMOSFET)와 P형 모스 전계 효
과 트랜지스터(PMOSFET) 각각이 서로 다른 측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턴-온되는 것을 확실히 한다. 즉, N형 모스 전
계 효과 트랜지스터(NMOSFET)와 P형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PMOSFET)는 한 쌍의 중첩되지 않는 신호를 생
성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변환기(160)를 접지 또는 VCC로 스위칭하기 위하여 4개의 스위치가 풀-브릿지(H-브릿지) 
형상에서 사용된다.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스위치들은 직류 레일(rail) 전압(VCC)를 변환기의 제1차 측으로 
공급되는 교류 신호로 변환한다.
    

    
도 14(a) 및 도 14(b)는 각각 하프 브릿지 및 풀 브릿지 스위칭 방식을 이용하는 종래의 DC/AC 변환기 형상을 보여주
는 회로도이다. 도 14(a)에 도시한 하프 브릿지 형상은 회로(130)에서 제공되며 위에서 설명하였다. 다른 실시예는 도 
14(b)에 도시한 풀 브릿지(H-브릿지) 형상을 이용한다. 풀 브릿지 형상은 일반적으로 두 쌍의 중첩되지 않은 신호를 
생성하는 두 개의 N형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NMOSFET)와 P형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PMOSFET) 쌍을 
이용한다. 이하, 도 15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변환기(160)는 각각 크로스된 스위치 쌍(A와 D(AD), B와 D(
BD))의 전도를 교대로 바꿈으로써 턴-온 또는 턴-오프된다. 브레이크-비포-메이크 회로(130)는 AD와 BC가 동시
에 온이 되지 않도록 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풀 브릿지 형상에서 크로스된 스위치 신호(즉, AD와 BC 신호)의 생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오실레이터(22)는 삼각 신호(34)를 생성한다. 삼각 신호(34)는 반전되
어 신호(34')를 생성한다. RESCOMP는 선택기(126)의 출력이다. 즉, RESCOMP는 ICMP, VCMP, SST 또는 MIN(
예를 들어 740 mV)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RESCOMP는 가변적이다. 기준 신호(CLK)는 스위치(A, B)를 독립적으
로 토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일실시예에서, CLK는 50% 듀티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며 삼각 신호(34)를 따라 간다. 
제2 기준 신호(PS_CLK)는 스위치(C, D)를 독립적으로 토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일실시예에서, PS_CLK는 조절 가
능한 지연(Dclk )에 의해 위상이 조절된 CLK 신호이다. RESCOMP는 D clk 를 결정한다. 이것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
다. PS_CLK의 각 펄스의 포지티브 에지와 네거티브 에지는 신호(34)의 상승부와 RESCOMP의 교차점과, 신호(34')
의 상승부와 RESCOMP의 교차점에 의해 생성된다. 따라서, RESCOMP가 증가할 때, 예를 들어 각각의 위상 버스트 신
호(50)가 버스트 모드 동안 하이이면, CLK와 PS_CLK 간의 위상 지연(D clk )이 증가한다. 스위칭 쌍(AD, BC)의 온 
시간은 CLK와 PS_CLK의 중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D clk 가 증가하면, AD 및 BC의 온 시간은 증가되므로써, 더 
많은 전원이 각 부하로 전달되도록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어떠한 특별한 구동기 구조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따라
서 하프 브릿지 또는 풀 브릿지 형상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실시예로써 도 12의 집적회로(300)을 다시 참조하며, 변환기(160)로 공급되는 전압이 집적회로(300)에 대한 소스 
전압을 초과할 경우, 브레이크-비포-메이크 회로(130)는 " 고전압 레벨 시프팅(High Voltage Level Shifting)" 을 
이용한다. " 고전압 레벨 시프팅" 은 다음의 예로 설명하기로 한다. VCC는 5 볼트이다. 즉, P형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
스터(PMOSFET) 게이트 제어 신호 레벨은 접지(0 V)에서 VCC(5 V)까지 변한다. 만일 15 볼트가 변환기(160)로 인
가되면, 브레이크-비포-메이크 회로(130)는 10 볼트의 직류 전압 시프트를 PDRI 출력으로 공급하여, P형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PMOSFET) 게이트 제어 신호가 15 볼트(직류 고전압 레벨 시프팅 +5 볼트(VCC)를 경유한 10 볼
트)에 이르도록 한다.
    

    
집적회로(300)는 보호회로(140)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집적회로(300)에서, 회로(140)는 저전압 록아웃 회로(
UVLO)이다. 소프트 스타트 모드의 종료시, 만일 변환기(160)로 전달된 전압이 감소하지 않으면, 또는 부하 전류(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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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한 풀 동작 레벨에 이르지 못하면, 회로(140)는 집적회로(130)를 셧 다운시킨다. 주로, 만일 최대 전원이 부하
에 전달되는 한편 VIFB가 ADJ 보다 더 낮다면, 회로(140)는 부하 전류를 감지하고 버스트 모드 동작 동안 집적회로(
130)를 셧 다운시킨다. VIFB가 ADJ 보다 더 낮을 때, 에러 증폭기(120)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하로의 출력 전원을 
증가시킨다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과도한 전원 공급으로부터 소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의 조건이 
되자마자 회로(140)는 집적회로를 셧 다운시킨다. 또한, 보호회로(140)는 소프트 스타트 시간동안 비활성화된다.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목적을 만족하는 순차 버스트 모드 조절 회로가 제공된 것이 명백하다. 당업자는 본 발명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변형들이 있으며, 그러한 변형들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본 발명의 목적 및 범
위내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다중 버스트 모드 신호 간의 위상 편이를 생성함으로써 다수 부하를 위한 순차 버스트 모드 활성화 회로를 제
공함으로써, 적어도 두 개의 부하가 동시에 턴-온되지 않도록 개별적인 위상 편이된 버스트 신호에 의해 각 부하를 조
절하여, 다수 부하가 동시에 턴-온됨으로써 발생하는 순간적인 높은 전류 리플과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변 전원 조절기에 있어서,

펄스 폭을 가지고 있는 펄스를 생성하는 펄스 변조기; 및

상기 펄스 신호와 주파수 선택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주파수 선택 신호에 의해 결정되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적어
도 두 개의 위상 버스트 신호가 다른 시작 시점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위상 버스트 신호를 생성하는 위상 지연 어레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위상 버스트 신호 중 각 위상 버스트 신호가 각각의 부하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 변조기가 상기 펄스 폭을 선택하기 위한 가변 선택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선택기가,

직류 신호를 제공하는 딤머; 및

삼각 파형을 생성하는 오실레이터를 구비하며, 상기 펄스 폭이 상기 직류 신호와 상기 삼각 파형의 교차점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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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딤머는,

상기 직류 신호의 직류 값을 설정하기 위한 딤 선택기; 및

상기 직류 신호와 상기 삼각 파형의 교차점 중에서, 상기 펄스 폭 변조된 신호의 펄스 폭을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부
분을 결정하기 위한 극성 선택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기준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기준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주파수 선택 신호를 생성하는 주파수 선택기를 더 구비하며, 상
기 위상 지연 어레이가 상기 주파수 선택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펄스 신호의 주파수를 상기 주파수 선택 신호로 설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지연 어레이는,

적어도 두 개의 상기 위상 버스트 신호가 다른 시작 시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다수의 위상 버스트 신호의 각 
위상 버스트 신호를 타이밍하기 위한 계수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위상 버스트 신호가 상기 펄스 신호의 상기 펄스 폭과 동일한 펄스 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지연 어레이는,

적어도 하나의 위상 지연 값을 생성하는 위상 지연 생성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위상 지연 값이 상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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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지연 어레이는,

생성할 상기 위상 버스트 신호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선택 신호 입력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위상 버스트 신호를 수신하고,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부하를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전
원 조절 신호를 생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위상 어레이 구동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전원 조절 신호가 상기 위상 버스트 
신호의 위상 값과 동일한 위상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각각의 위상 어레이 구동기가 위상차가 180도인 두 개의 상기 위상 버스트 신호를 수신하고, 위상차가 180도인 두 개
의 개별적인 전원 조절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소프트 스타트 기간 동안 전원을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부하로 생성하는 소프트 스타트 회로를 더 구비하며,

소프트 스타트 기간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하가 오프 상태로부터 동작 가능한 온 상태로 전원 공급되는 기간을 정의
하며,

일단 상기 부하가 적어도 동작 가능한 온 상태에 있으면, 상기 부하로의 전원이 버스트 모드 기간 동안 상기 개별적인 
위상 버스트 신호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하의 전압을 소정의 전압으로 한정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비교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적어도 하나의 에러 증폭기를 포함하며, 상기 소프트 스타트 기간 동안 상기 부하로부터 피
드백을 수신하며, 또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위상 버스트 신호로부터 피드백을 수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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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에러 증폭기가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전원 조절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17.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부하에 대한 전류를 조절하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부하의 전압을 조절하도록 선택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전류 또는 전압 피드백 선택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류 또는 전압 피드백 선택기는 멀티플렉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19.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상기 소프트 스타트 기간 또는 상기 버스트 모드 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기
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멀티플렉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21.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선택된 전류 또는 최소 전압을 가지고 있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부하로 전압을 조
절하는 최소 전압 선택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멀티플렉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2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전원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하로 전달하는 램프(ramp) 회로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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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부하를 위한 교류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직류/교류 변환기 회로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직류/교류 변환기는 상기 교류 신호에 기초하여 고전압을 상기 부하로 전달하기 위한 변환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26.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저전압(under voltage) 록아웃을 위한 보호회로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전원 조절기.

청구항 27.

위상 편이된 버스트 모드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펄스 폭을 가지고 있는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주파수 선택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의 주파수 선택 신호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펄스 신호의 상기 펄스 폭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위상 버스트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서로 다른 시작 시점을 가지도록 적어도 하나의 상기 위상 펄스 신호를 적어도 하나의 다른 상기 위상 버스트 신호보다 
지연시키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각각 상기 다수의 위상 버스트 신호를 이용하여 다수의 부하로 전압을 조절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위상 편이된 버스트 모드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7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위상 버스트 모드 신호 간에 일정한 위상 지연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편
이된 버스트 모드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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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상기 위상 버스트 모드 신호간에 일정한 위상 지연을 생성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일정한 위상 지연을 위한 값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다수의 부하에 사용되는 부하의 개수 만큼 상기 주파수 선택 신호의 주기를 분할하는 단계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편이된 버스트 모드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31.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dimming) 시스템에 있어서,

펄스 폭 변조된 신호를 생성하는 펄스 폭 변조기;

상기 펄스 폭 변조된 신호의 폭을 선택하기 위한 가변 선택기; 및

상기 펄스 변조된 신호 및 상기 주파수 선택 신호를 수신하고, 적어도 두 개의 상기 펄스 폭 변조된 신호들 간의 위상 
지연을 생성함으로써 다수의 위상 버스트 신호를 생성하는 위상 지연 어레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
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선택기는,

직류 신호를 제공하는 딤머; 및

삼각 파형을 생성하는 오실레이터를 구비하며, 상기 펄스 폭이 상기 직류 신호와 상기 삼각 파형의 교차점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딤머는,

상기 직류 신호의 직류 값을 설정하기 위한 딤 선택기; 및

상기 직류 신호와 상기 삼각 파형의 교차점 중에서, 상기 펄스 폭 변조된 신호의 펄스 폭을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부
분을 결정하기 위한 극성 선택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34.

제 31에 있어서,

기준 신호를 수신하여 주파수 선택 신호를 생성하는 주파수 선택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위상 지연 어레이가 상기 주파
수 선택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펄스 신호의 주파수를 상기 주파수 선택 신호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
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35.

제 3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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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상 지연 어레이는,

적어도 두 개의 상기 위상 버스트 신호가 다른 시작 시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다수의 위상 버스트 신호의 각 
위상 버스트 신호를 타이밍하기 위한 계수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36.

제 31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위상 버스트 신호가 상기 펄스 신호의 상기 펄스 폭과 동일한 펄스 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37.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지연 어레이는, 적어도 하나의 위상 지연 값을 생성하기 위한 위상 지연 생성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위상 지연 값은 상수일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39.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지연 어레이는,

생성할 상기 위상 버스트 신호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선택 신호 입력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40.

제 3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위상 버스트 신호를 수신하고,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부하를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전
원 조절 신호를 생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위상 어레이 구동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전원 조절 신호가 상기 위상 버스트 
신호의 위상 값과 동일한 위상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각각의 위상 어레이 구동기가 위상차가 180도인 두 개의 상기 위상 버스트 신호를 수신하고, 위상차가 180도인 두 개
의 개별적인 전원 조절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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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소프트 스타트 기간 동안 전원을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부하로 생성시키는 소프트 스타트 회로를 더 구비하며,

소프트 스타트 기간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하가 오프 상태로부터 동작 가능한 온 상태로 전원 공급되는 기간을 정의
하며,

일단 상기 부하가 적어도 동작 가능한 온 상태에 있으면, 상기 부하로의 전원이 상기 개별적인 위상 버스트 신호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43.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하의 전압을 소정의 전압으로 한정하기 위한 비교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44.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적어도 하나의 에러 증폭기를 포함하며, 상기 소프트 스타트 기간 동안 상기 부하로부터 피
드백을 수신하며, 또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위상 버스트 신호로부터 피드백을 수신하며,

상기 에러 증폭기가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전원 조절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
스템.

청구항 45.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부하에 대한 전류를 조절하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부하의 전압을 조절하도록 선택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전류 또는 전압 피드백 선택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46.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류 또는 전압 피드백 선택기는 멀티플렉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
밍 시스템.

청구항 47.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상기 소프트 스타트 기간 또는 상기 버스트 모드 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기
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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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8.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버스트 모드 선택기는 멀티플렉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49.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선택된 전류 또는 최소 전압을 가지고 있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부하로 전압을 조
절하는 최소 전압 선택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50.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멀티플렉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5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전원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하로 전달하는 램프(ramp) 회로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52.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부하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교류 신호를 생성하는 직류/교류 변
환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53.

제 52항에 있어서,

상기 직류/교류 변환기는 상기 교류 신호에 기초하여 고전압을 상기 부하로 전달하기 위한 변환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54.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동기는 저전압 록아웃을 위한 보호 회로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55.

제 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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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파수 선택기는,

상기 기준 신호의 주파수를 두 배로 하고, 기준 신호의 두 배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상기 주파수 선택 신호를 생성하는 
주파수 2배기(doubler)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청구항 56.

제 34항에서,

상기 주파수 선택기는,

상기 기준 신호의 주파수를 두 배로 하고, 기준 신호의 두 배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상기 주파수 선택 신호를 생성하는 
주파수 2배기(doubler)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버스트 모드 딤밍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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