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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안내서

소개

LYTSwitch™-1 제품군은 출력이 최대 22W인 저렴한 일체형(single-stage) 
높은(PF) 역률의 정전류 LED 전구 및 튜브에 이상적입니다.

해당 제품군은 고전압 MOSFET을 가변 온-타임 CrM 컨트롤러와 통합했

습니다. 다양한 보호 기능과 가장 적은 외부 부품 수를 통해 업계 최고의 
전력 밀도와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당 디바이스는 하이 사이드 또는 로
우 사이드 비절연 벅 토폴로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급 전류는 DRAIN 핀에 연결된 고압 전류 소스에서 가져오므로 
바이어스 권선이 필요 없고 저비용의 기성품 드럼 초크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오토-리스타트가 적용된 보호 기능에는 입력 및 출력 과전압 보호, 출력 
단락 보호 및 오픈 루프 보호가 포함됩니다.

써멀 폴드백을 사용하여 높은 온도에서의 동작이 보장됩니다. 과열 셧다

운으로 고장 상태 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범위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는 LYTSwitch-1 디바이스 제품군을 사용하여 비절

연 AC-DC 벅 파워 서플라이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를 위해 작성되었습니

다. 모든 회로 부품의 선택을 위한 단계별 설계 절차를 제시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설계 프로세스에서 파워 서플라이 엔지니

어에게 더 많은 제어권을 부여하는 스프레드시트 기반 애플리케이션인 
PIXls Designer를 이용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http://www.power.com/ko/design-support/pi-expert-design-softwa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PI Expert™ 설계 소프트웨어 제품군의 일부입니다.

본 애플리케이션 노트 이외에도 새로운 설계의 시작 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엔지니어링 프로토타입 보드, 보고서 및 디바이스 샘플이 포함된 
LYTSwitch-1 RDK(레퍼런스 디자인 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폴로지 일반적인 회로도 주요 장점

하이 사이드 벅
•	 적은 부품 수
•	 정확한 출력 OVP 센싱

로우 사이드 벅 •	 낮은 EMI – 드럼 초크 사용 가능

표 1.    LYTSwitch-1 회로 구성

그림 1. 하이 사이드 벅 − 일반 애플리케이션 회로도

그림 2. 로우 사이드 벅 − 일반 애플리케이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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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기능 설명 

LYTSwitch-1 작동

컨트롤 구성의 기본은 CrM(임계 동작 모드)의 작동 상태에서 도출됩니

다. 벅 토폴로지에서는 평균 인덕터 전류가 출력 전류입니다. CrM에서 
인덕터 전류 파형의 순수 삼각파는 정확한 스위칭 기간당 평균 전류 예
측이 가능하게 합니다(<IL>TSW). 

  
I I

2< >L TSW
LPK=

     (Eq.1)

그림 4. CrM(임계 동작 모드) 인덕터 전류 프로파일

그림 3. LYTSwitch-1 핀 구성

그림 5. LYTSwitch-1 정비율 컨트롤 구성

그림 6. 면적이 유지되는 외형

핀 이름 기능

BYPASS(BP) 핀 5.22 V 서플라이 레일

MULTIFUNCTION(M) 핀

모드 1: FET OFF
• 인덕터 탈자화(ZCD) 감지로 CrM 보장

• 출력 OVP 센싱

• 안정 상태 작동 전압 범위: [1V – 2.4V]
모드 2: FET ON
• 라인 OVP 센싱

FEEDBACK(FB) 핀
• 외부 전류 센싱 저항을 사용한 FET 전류 

센싱

• 정상 작동 전압 범위: [VFB(REF) – 0V]

DRAIN(D) 핀 고전압 내부 MOSFET

SOURCE(S) 핀 전력 및 신호 접지

정류된 AC 입력에서 AC 입력의 진폭 도중 피크 인덕터 전류가 변화하

므로 일정한 평균 인덕터 전류를 유지하려면 정류된 AC 사이클에 대한 
평균을 제어해야 합니다.

LYTSwitch-1 IC는 피크 전류 제한을 적용하고 TON을 제어하여 정전류 
영역의 시간(TCC)과 데드존의 시간(TDZ) 간에 일정한 비율을 유지함으로

써 이를 달성합니다. 

  
ConstantT

TCC

DZ
=

    (Eq.2)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광범위한 입력 전압, 출력 전압 및 부품 
변동에 대해 매우 정확한 전류 레귤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하학적 도형의 외형을 변화시켜 그 면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그림 6).

LYT140x는 2의 비율을 유지하고 LYT160x는 0.75의 비율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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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핀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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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설계 절차

1단계 – 애플리케이션 변수 VACMIN, VACTYP, VACMAX, fL, VO,  
 IO, VD, 최적화 파라미터 입력

 

라인 전압 범위 및 라인 주파수

표 3에서 입력 전압 범위 및 라인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정격 출력 전압, VO(V)
표 4에 기반하여 정격 LED 출력 전압을 입력합니다. 최적의 CC 레귤레

이션을 위해 권장 VO 열에서 선택합니다. 확장 VO 열은 권장값을 넘어

서는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CC 레귤레이션이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프로토타입에서 검증해야 합
니다. 두 디바이스 제품군이 필요한 VO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최적화 
파라미터를 통해 선택을 좁힙니다.

 

정격 출력 전류, IO(mA)
정격 출력 전류를 입력합니다.

출력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 강하, VD(V)
출력 다이오드의 평균 순방향 전압 강하를 입력합니다. VD의 기본값은 
0.7V입니다.

그림 7. 설계 스프레드시트의 애플리케이션 변수 섹션

그림 8. 설계 스프레드시트의 LYTSwitch-1 변수 섹션

최적화 파라미터

표 5를 사용하여 BOM과 THD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선택한 파라미터

가 출력 전압 범위에 맞지 않는 경우 PIXls에서 경고를 플래그합니다.

2단계 – LYTSwitch-1 디바이스 선택 

"자동"을 선택하면 PIXIs에서 적절한 디바이스 크기를 선택합니다. 수
동 선택의 경우에는 표 3 과 표 4의 VO 및 최적화 파라미터 제한을 고려

하여 표 5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표 3. 입력 라인 전압 범위 및 라인 주파수

표 4. 출력 전압 범위

입력 전압 VACMIN VACTYP VACMAX FL (Hz)

로우 라인 전용 90 100/115 132 50/60

하이 라인 전용 180 230 265 50

유니버셜 입력용 90 115/230 265 50/60

입력 전압 범위
(VAC)

디바이스
제품군

권장 VO 확장 VO

로우 라인 또는 
유니버셜 입력용

LYT140x 25-55 10-55

LYT160x 45-60 10-90

하이 라인 전용
LYT140x 25-80 10-120

LYT160x 45-130 10-130

LYT140x LYT160x

최적화 BOM THD

피크 전류 적음

유니버셜 입력용 CC 레귤레이션 최상

THD 최상

코어 크기 작음

디바이스 크기 작음

제품
BOM에 최적화됨

VO ≤ 45V VO ≥ 45V

LYT1402D VO × 0.177A 8W

LYT1403D VO × 0.318A 15W

LYT1404D VO × 0.483A 22W

제품
THD에 최적화됨

VO ≤ 54V VO ≥ 55V

LYT1602D VO × 0.147A 8W

LYT1603D VO × 0.265A 15W

LYT1604D VO × 0.403A 22W

표 6. 출력 전력표(벅 토폴로지)

표 5. LYT140x와 LYT160x 비교

애플리케이션 변수 입력
LINE VOLTAGE RANGE 유니버셜입력 AC 입력 전압 범위

VACMIN 90 V 최소 AC 입력 전압

VACTYP 115 V 일반적인 AC 입력 전압

VACMAX 265 V 최대 AC 입력 전압

fL 50 Hz AC 메인 주파수

VO 60 V 출력 전압

IO 160 mA 평균 출력 전류 사양

EFFICIENCY 0.90 효율 예상치

PO 9.60 W 연속 출력 전력

VD 0.70 V 출력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 강하

OPTIMIZATION PARAMETER THD THD BOM은 피크 전류가 가장 낮은 IC를 선택합니다. THD는 최저 THD의 IC를 선택합니다.

LYTSWITCH-1 변수 입력
DEVICE BREAKDOWN VOLTAGE 725 V 이 스프레드시트는 725V 디바이스만 지원합니다.
DEVICE 자동 LYT1603D 실제 LYTSwitch-1 디바이스

ILIMITMIN 1.06 A 최소 전류 제한

ILIMITTYP 1.15 A 일반 전류 제한

ILIMITMAX 1.24 A 최대 전류 제한

TON 6 us VACTYP에서 고정 온-타임 영역 중 온-타임

FSW 55 kHz VACTYP에서 고정 전류 제한 영역의 최대 스위칭 주파수

DMAX 0.90 고정 온-타임 영역에서 가능한 최대 듀티 사이클

http://www.p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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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샘플 설계 시나리오에서 LYT140x와 LYT160x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입력 전압: 넓은 범위

출력 전압:  48V
출력 전류:  160mA 
출력 전력:  7.68W

표 4에서 LYT140x 또는 LYT160x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력표(표 6)
에서 선택 항목은 LYT1402 또는 LYT1603입니다. MOSFET 크기가 증가

하는 이유는 동일한 출력 전류에서 LYT160x의 작동 피크 전류가 
LYT140x보다 20%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림 9. LYT1402 드레인 전류 프로파일

그림 11. 설계 스프레드시트의 인덕터 섹션

그림 12. CC 레귤레이션에 대한 출력 인덕턴스의 영향

그림 10. LYT1603 드레인 전류 프로파일

3단계 – 출력 인덕턴스 결정 

설계 스프레드시트가 권장 인덕턴스 LPTYP를 미리 계산합니다. 하지만 
우선 순위에 기반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LP_MIN과 LP_MAX 사이의 
모든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위칭 주파수 – 인덕턴스가 높을수록 피크 스위칭 주파수가 낮아

집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 나은 EMI 성능을 위해 스위칭 주파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덕터/보빈 크기 – 인덕턴스가 높다는 것은 턴 수가 많고 코어 크

기도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라인 레귤레이션 – 인덕턴스가 높을수록 라인 레귤레이션은 더 마

이너스가 됩니다. 이는 최상의 레귤레이션을 위한 최적화에 중요

할 수 있습니다(그림 12 참조).
•	  입력 링잉 – 인덕턴스가 높을수록, 특히 낮은 입력 전압에서 입력 

링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덕터 설계 파라미터
LP_MIN 535 uH 절대 최소 설계 인덕턴스

LP_TYP 1200 uH 일반적인 설계 인덕턴스

LP_TOLERANCE 10 % 설계 인덕턴스의 기준값

LP_MAX 3616 uH 절대 최대 설계 인덕턴스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90 110 130 150 170 190 210 230 250 270 290

N
or

m
al

iz
ed

 O
u

tp
u

t 
C

u
rr

en
t 

R
eg

u
la

ti
on

Input Voltage (VAC)

470 uH
560 uH
680 uH
1000 uH
1200 uH

PI
-8

01
8-

06
27

16

PI
-8

01
9-

06
27

16

http://www.power.com


Rev. A 07/16

5

애플리케이션 노트AN-67

www.power.com

4단계 – 출력 인덕터 유형 선택

사용자는 보빈 유형이나 기성품 드럼-코어 인덕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럼-코어는 일반적으로 보빈 유형 인덕터에 비해 저렴합

니다. 하지만 비차폐 드럼-코어를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출력 인덕터에 비차폐 드럼-코어 사용 시 지침

•	  EMI 감소를 위해 로우 사이드 구성을 사용하십시오.
•	  입력 필터 인덕터와 출력 인덕터가 모두 차폐되지 않은 경우 둘 사이

의 간격이 충분해야 합니다.
•	  커패시터의 인클로저는 금속이므로 출력 인덕터와 출력 전해 커패

시터 사이에 간격을 확보하십시오.
•	  가능하면 금속 인클로저를 피하십시오. 
•	  금속 인클로저가 필요한 경우 출력 레귤레이션과 EMI에 영향이 없

는지 확인하십시오.
•	 레귤레이션과 EMI 성능의 일관성을 위해 드럼-코어의 전체 권선을 

제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PIXls에서 공통 트랜스포머 코어 목록 중 선택하거나 다른 코어를 사용

하는 경우 "커스텀"을 선택하고 파라미터를 채웁니다. 드럼-코어의 경
우 "기성품"을 선택합니다. 표준 값에 대해서는 표 7을 참조하십시오.

 
5단계 – 프리휠링 다이오드 선택

다음에 기반하여 프리휠링 다이오드를 선택합니다.
•	  역 회복 시간, tRR – CrM 작동을 통해 역 회복이 더 느린(최대 250ns) 

출력 다이오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피크 역 전압, PIVD – 피크 입력 전압보다 최소 25% 높은 마진을 가

진 피크 역 전압(PIV) 정격을 선택합니다.
•	  순방향 전류, IF – 출력 전류 IO를 최소 정격 순방향 전류로 사용합니

다. 300mA 미만의 IO를 사용하는 설계에는 1A 다이오드를 권장합니

다. IO가 더 높은 경우에는 순방향 전류 경감 곡선을 확인하여 특정 
작동 온도에 2A 다이오드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표준 기성품 인덕터 값

470mH 1800mH

560mH 2200mH

680mH 2700mH

820mH 3300mH

1000mH 3900mH

1200mH 4700mH

1500mH 5600mH

6단계 – 출력 커패시터 선택

LYTSwitch-1는 높은 리플 전류를 사용하여 출력 커패시터가 없어도 작
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ED 안정성 향상을 위해 리플 전류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리플 전류는 출력 커패시턴스 및 LED 벌크 저항 모두의 특징입니다. 따
라서 특정 리플 전류 사양에 필요한 최소값을 결정하기 위해 실제 LED 
부하에 따른 출력 커패시턴스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출력 OVP 레벨보다 높은 정격 전압을 가진 전해 커패시터를 권장합니다.

7단계 – 더미 부하 저항 선택

오픈 부하 조건에서 출력 커패시터 전압의 점진적 증가를 방지하려면 
더미 부하 저항이 필요합니다. 최소 권장값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
습니다.

      
R mA

V
1PRELOAD

O=
       (Eq.3)

8단계 – 바이패스 커패시터 선택 

BYPASS 핀 커패시터의 값은 특히 순간 입력 전압이 VO 미만일 경우 
BYPASS 핀 전압이 VBP 리셋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

로 커야 합니다. 대부분의 설계에는 정격 전압이 7V보다 큰 4.7mF가 권
장됩니다. 

9단계 – 피드백 저항 결정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피드백 센싱 저항 RFB를 계산합니다.

       
R k I

V ( )FB REF
FB

OUT#=
     (Eq.4)

참조: 
RFB: 피드백 센싱 저항

VFB(REF): FEEDBACK 핀 레퍼런스 전압(-280mV)
IO: 출력 전류

k: IPK와 IO 간의 비율(LYT140x의 경우 k = 3, LYT160x의 경우  
 k = 3.6)

IO를 정격 입력 전압에 맞추기 위해 RFB 트리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표준 드럼 코어 인덕터 값

표 7. 표준 드럼 코어 인덕터 값

인덕터 코어/구성 변수 입력
CORE EE13 EE13 트랜스포머 코어 입력

CUSTOM CORE NAME 커스텀 코어가 사용되는 경우 - 여기에 부품 이름 입력

AE 17.10 mm^2 코어 유효 단면적

LE 30.20 mm 코어 유효 패턴 길이

AL 1130.00 nH/turn^2 갭이 없는 코어 유효 인덕턴스

AW 21.28 mm^2 보빈의 권폭 체적

BW 7.40 mm 보빈 실제 권선 폭
LAYERS 6.0 레이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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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 MULTIFUNCTION 핀 부품 결정

벅 구성

하이 사이드 벅의 부품 수는 로우 사이드 벅보다 하나 적습니다. 또한 
라인 및 출력 OVP 감지가 더 정확합니다. 반면에 로우 사이드 벅은 EMI 
성능이 더 우수하며 사용자가 더 작은 필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RUPPER 선택

아래 표를 사용하여 기본 RUPPER 값을 선택합니다.

RLOWER 선택

RUPPER 및 RLOWER는 출력 OVP 문턱전압(threshold) VOOVP를 설정하는 전
압 분배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하이 사이드 구성에서 권장되는 OVP 
포인트는 VO의 120%입니다.

 % .
.

R High Side V V
V R

120 2 4
2 4

LOWER
OUT

UPPER

#
#

- = -
^ h

(Eq.5)

로우 사이드 구성에서 출력 전압은 커플링 커패시터의 사용을 통해 감
지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보조 권선이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기반 벅 인
덕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우 사이드 구성에서 RLOWER를 선택할 때는 
정상 작동 중 출력 OVP의 거짓 트리거를 방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크 MULTIFUNCTION 핀 전압은 인덕턴스, VO 및 입력 전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래의 공식을 사용하여 로우 사이드 구성에서 적절한 RLOWER

를 계산합니다.

  

  
R Low Side V V

V R
LOWER

OUT MREF

MREF UPPER#
- = -

^ h
     (Eq.6)

참조: 

VMREF: 표 9에 나오는 MULTIFUNCTION 핀 레퍼런스 전압.

커플링 커패시터 선택

커플링 커패시터는 로우 사이드 구성에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0pF, COG 또는 NPO 유전체, 1kV, 세라믹 커패시터를 사용하십시오.

표 8. 권장 RUPPER 값

그림 14. 설계 스프레드시트의 외부 부품 섹션

입력 전압 범위 권장 RUPPER

로우 라인 전용 402kW, 1%, 0805

하이 라인/유니버셜 입력용 402kW, 1%, 1206 

VMREF(로우 사이드 구성), V

하이 라인
로우 라인/유니버

셜 입력용

FSW (kHz) VO < 70 V VO ≥ 70 V

>70 1.9 1.9 1.9

60-70 1.85 1.85 1.85

50-60 1.8 1.8 1.8

40-50 1.7 1.8 1.8

30-40 1.6 1.7 1.7

20-30 1.5 1.6 1.6

표 9.   로우 사이드 구성에서 레퍼런스 MULTIFUNCTION 핀 전압(VMREF)

LYTSWITCH 외부 부품
FB 핀 저항

RFB_T 0.486 Ohms 피드백 핀 센싱 저항의 이론적 계산

RFB 0.487 Ohms 피드백 핀 센싱 저항의 표준 1% 값

M 핀 부품

BUCK_CONFIG 로우 사이드 벅 벅 토폴로지 스위치 구성

RUPPER 402.00 kOhms M-핀 분배 네트워크의 상단 저항(E96/1%)
RLOWER 12.40 kOhms M-핀 분배 네트워크의 하단 저항(E96/1%)

VO_OVP 79.5 V !!Info1. VO_OVP는 VO의 1.33입니다. 

Line_OVP 462 V 라인 과전압 기준값

CC 100 pF 로우 사이드 벅 구성용 커플링 커패시터

RPRELOAD 60 kOhms 최소 출력 더미 부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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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표준 입력단 구성

그림 16. SOA 스킵 사이클 타이밍

그림 18. 1차 오토-리스타트

그림 17. 3개의 연속 SOA 이벤트 타이밍

11단계 – 입력단 설계

그림 15에서 표준 입력단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퓨즈 요소

입력 퓨즈는 부품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

다. 내화성 퓨저블 저항은 일반적으로 표준 퓨즈보다 저렴하고 라인 서
지 중 전압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저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설계에서는 낮은 입력 전압에서의 입력 링잉

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결점이라면 고장 상태에서 효율이 낮고 응
답 시간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서지 보호

MOV는 라인 전압 서지 이벤트 도중 LED 드라이버에서 관찰되는 전압 
스파이크를 제한하는 전압 클램프로 작동합니다.

EMI 필터

권장 EMI 필터는 저비용 pi 구성을 사용합니다. 필터 설계는 역률,  
THD 및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회로 성능에도 매우 중요

합니다.

1. 최대 총 입력 커패시턴스(CFILTER1 + CFILTER2)를 결정합니다. 230V에
서 90%를 초과하는 PF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커패시턴스를 빠르

게 선택하기 위해 25nF/W를 사용하십시오. 로우 라인 설계에서는 
더 높은 커패시턴스가 가능합니다.

2. 적절한 CFILTER1 과 CFILTER2 값을 선택합니다. 로우 라인 및 유니버셜 
입력용 설계의 경우에는 CFILTER2의 가능한 가장 큰 값을 사용합니다. 
CFILTER1은 최소값인 22nF로 제한합니다. 하이 라인 설계의 경우에는 
분배가 중요하지 않으며 EMI 응답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3. 필터 인덕터 범위는 1mH ~ 4.7mH입니다. 가장 작은 인덕턴스를 
사용하십시오.

4. 약간의 효율 저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퓨저블 저항을 사용합

니다. 저항은 PF를 높일 수 있는 댐핑을 제공하며 입력 발진을 방지

합니다.

보호 기능

SOA 보호

파워 업, 과부하 및 회로 단락 상태에서는 출력 전압이 낮거나 없을 경
우 플라이휠 도통 중 인덕터 방전이 없기 때문에 CCM(전류 연속 모드) 
이(가) 깊게 들어갈 수 있으며, FET 전류가 SOA 한계점까지 계단식 상
승하여 되돌릴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벅 토폴로지에서

는 이러한 상황이 다른 토폴로지에서보다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SOA 
모드는 최소 온-타임 이내에(리딩 엣지 블랭킹 시간 만료 직후 또는 
500ns 이내) 피크 전류에 도달할 때 감지됩니다.

SOA 펄스가 감지되면 다음 스위칭 주기가 활성화되기 전에 인덕터  
전류를 0으로 리셋하기 위해 8개의 스위칭 펄스(FMIN 사이클)를 건너뜁

니다.

출력 단락 보호

출력 단락이 발생한 경우 SOA 이벤트가 트리거될 때 펄스 스키핑 모드

가 활성화됩니다. 출력 단락이 2 SOA 이벤트를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
우 다음 스위칭 시도 전에 100ms 오토-리스타트 지연이 활성화됩니다. 
SOA 고장이 두 번의 100ms 오토-리스타트 시도를 지나서 지속되면 지
연이 1s로 증가합니다.

장치가 3회 연속되는 SOA 이벤트를 감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MULTIFUNCTION 핀 저전압으로 2차 보호가 구현됩니다.

PI-7994-061416

CFILTER1

RV1

RF1

BR1

AC
입력

CFILTER2

LFILTER

PI-7995-061416

500ns 

8 사이클 스킵 

작동 ILIMIT

PI-7995-061416

작동 ILIMIT

100ms 

8 사이클 

100ms 100ms 
1s 

PI-7997-0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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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FUNCTION 핀 저전압 보호

MULTIFUNCTION 핀 전압이 500ms 동안 1V 미만으로 유지되면 디바이

스가 1s 오토-리스타트를 트리거합니다. 출력이 단락되면 이러한 상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과전압 보호

MOSFET가 켜질 때 MULTIFUNCTION 핀은 소스로 실제 단락되고 RUPPER

를 통과하는 전류가 1mA를 초과할 경우 라인 OVP가 트리거됩니다. 고
장이 트리거되고 디바이스가 오토-리스타트에 들어가는 즉시 스위칭이 
중지됩니다.

             V mA R V1( )IN OVP UPPER OUT#= +      (Eq.7)

출력 과전압 보호

플라이휠 다이오드 도통 시간 도중 MULTIFUNCTION 핀의 전압이 
500ms 동안 VOOV(2.4V)를 초과하면 출력 OVP가 트리거되고 장치가 오
토-리스타트에 들어갑니다.

하이 사이드의 경우
               .V V R

R R
2 4( )OUT OVP

LOWER

UPPER LOWER#=
+

  (Eq.8)

로우 사이드의 경우 
         

.V V V
V2 4

( )OUT OVP OUT
MREF

#=       (Eq.9)

과전류 보호

RFB가 단락되는 경우처럼 내부 전류 제한에 도달하면 장치가 오토-리스

타트에 들어갑니다.

써멀 폴드백 및 과열 보호

정션 온도가 145°C를 초과하면 써멀 폴드백이 시작됩니다. 출력 전류

는 160°C에서 과열 셧다운이 트리거될 때까지 약 -2.5%/°C로 선형적

으로 낮아집니다. 온도가 85°C까지 낮아지면 디바이스가 자동 복구됩

니다.

기타 정보

iTHD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디바이스 선택 – 최적의 THD를 위해 LYT160x를 사용합니다.
•	  입력 커패시턴스 – 커패시턴스가 낮다는 것은 THD가 낮음을 의미합

니다.
•	  출력 전압 – 그림 22에서 출력 전압에 따라 THD가 어떻게 변경되는

지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최소값은 전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

적으로 출력 전압이 50V ~ 80V인 경우 230VAC에서 최저 THD를 얻
을 수 있습니다.

그림 20. 과전류 보호

그림 21. 써멀 폴드백 및 OTP

그림 22. 230VAC 및 출력 전압에서 iTHD

PI-7999-0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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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MULTIFUNCTION 핀 저전압 오토-리스타트 타이밍

PI-7998-061416

1s 

5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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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레이아웃 고려 사항

그림 24에서 EMI 필터 부품은 필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까이에 
함께 배치되어야 합니다. EMI 필터 부품 C1 및 L1은 특히 U1 드레인 노
드, 출력 다이오드(D1), 트랜스포머(T3)를 비롯하여 회로 기판의 모든 
스위칭 노드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피드백 루프를 위한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을 레이아

웃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U1의 신호 핀에 고주파 노이즈가 커플링되

면 올바른 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DK-464의 핵심 부품

은 R4, R5, R6, R7 및 C5입니다. 이러한 부품은 안테나로 사용될 수 있
는 긴 패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U1의 핀에 매우 가깝게, 그리고 노이

즈 커플링을 피할 수 있도록 회로 기판의 고전압 및 고전류 노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24. 하이 사이드 벅 구성에서 LYTSwitch-1을 사용한 핵심 루프 영역을 보여주는 설계 예제 RDK-464 PCB 레이아웃

그림 23. LYT1603D를 사용한 입력 범위 90 – 132VAC의 비디밍 전구용 RDK-464(8.1W, 60V, 135mA 비절연)의 회로도

MULTIFUNCTION 핀
분배기 저항 R7 & R4

입력

출력

최대화된 구리
히트싱크

정밀한 루프 영역 - 
프리휠링 다이오드(D1), 출력

커패시터(C6), 인덕터(T3)로 구성

정밀한 루프 영역 - 입력
커패시터(C4), 프리휠링 다이오드(D1),

출력 커패시터(C6), MOSFET (U1),
센싱 저항(R5)으로 구성

BYPASS 핀
커패시터 C5

LYTSwitch-1
(U1)

PI-7988-071116

바이패스 공급 커패시터 C5는 효과적인 노이즈 디커플링을 위해 U1의 
BYPASS 핀 및 SOURCE 핀에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그림 24에 표시된 것처럼 EMI의 생성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 스위칭 회
로 요소의 루프 영역을 최소화합니다.

•	 트랜스포머 권선(T3), 프리휠링 정류기 다이오드(D1)와 출력 커패시

터(C6)로 구성된 루프 영역

•	 입력 커패시터(C4), U1 내부 MOSFET, 프리휠링 정류기 다이오드

(D1)와 센싱 저항(R5)으로 구성된 루프 영역

LYTSwitch-1 로우 사이드 구성

그림 26에서 LYTSwitch-1에는 로우 사이드 벅 구성이 사용되었으며 히
트싱크를 위해 대지전위 SOURCE 핀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설계자

는 EMI의 증가 위험 없이 양호한 써멀 관리를 위한 동판 면적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PI-7987-060616

BPM

R7
402kΩ

1%
1/8W

R5
0.68Ω
1%

R4
12.4kΩ

1%
1/8W R6

2.49Ω
1%

C5
4.7µF
10V

LYTSwitch-1
U1

LYT1603D
R8

100kΩ
1/8W

D1
US1J

C6
150µF
63V

C4
150nF
450V

C1
47µF
400V

L1
4.7mH

T3
EE10

8 1

RF1
10Ω
2W

BR1
B10S-G
1,000V

RV1
300VAC

L

60V, 135mA

+V

RTN

N

90 - 300
VAC

D S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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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로우 사이드 벅 구성에서 LYTSwitch-1을 사용한 핵심 부품 및 루프 영역을 보여주는 설계 예제 DER-548 PCB 레이아웃

입력 출력

최대화된 구리
히트싱크

정밀한 루프 영역 - 
프리휠링 다이오드(D1), 출력
커패시터(C3), 인덕터(L2)

정밀한 루프 영역 - 입력
커패시터(C2), 프리휠링 다이오드(D1),

MOSFET (U1), 센싱 저항(R6)

MULTIFUNCTION 핀
커패시터(C4), 분배기

저항 R2 & R5

BYPASS 핀
커패시터 C5

LYTSwitch-1
(U1)

PI-7989-061016

그림 25. LYT1604D를 사용한 190 – 300VAC의 하이 라인 입력 범위를 가지는 튜브용 DER-548(20W, 120V, 170mA 비절연 LED 드라이버)의 회로도

PI-7959-051816

D

FB

S

MBP

120V, 170mA

V+

L

N

190 - 300
VAC

RTN

V-

D1
US1J
600V

L2
1.5mHR6

0.51Ω
1%

1/8W

R7
2.2Ω
1%

1/8W

RV1
275VAC

F1
1 A

L1
4.7mH

R1
10 kΩ
1/8W

R3
200kΩ

1%

C1
100nF
305V

C2
150nF
450V

C3
68µF
160V

C4
100pF
1,000V

C5
4.7µF
16V

R4
200kΩ
1/8W

BR1
B10S-G
1,000V

R2
200kΩ

1%
1/8W

R5
6.81kΩ

1%
1/16W

LYTSwitch-1
LYT1604D

스위치 MOSFET이 그라운드 기준이기 때문에 로우 사이드 벅 구성은 
설계 예제 DER-54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비용 기성품 도그본 유형 
인덕터를 사용하는 장점도 제공합니다. 출력 전압의 고전압 레퍼런스 
신호를 저항 분배기 네트워크 R2, R3와 R5를 통해 IC의 MULTIFUNCTION 
핀으로 커플링하기 위해 소형 커패시터 C4(그림 25)가 필요합니다. 시

뮬레이션 및 벤치 결과에 따르면 스위치 오프-타임 중 출력 전압의 편
평성과 AC 라인 억제 간 균형을 위해 100pF의 커패시턴스가 적절합니

다. 커패시턴스 오차에 따라 68pF ~ 150pF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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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고속 AC 사이클링 후 불충분한 전력 공급

그림 28. 입력 전류 링잉

그림 29. 발진 없는 입력 전류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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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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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6

바이패스 전압

출력 전류

출력 전압

입력 전압

PI
-8

02
0-

06
28

16

입력 전류

드레인 전류

PI
-8

02
1-

06
28

16

입력 전류

드레인 전류

고속 AC 사이클링

입력 및 출력 전압 간의 차이가 작은 경우(예: VIN = 90VAC, VOUT = 72V) 
고속 AC 사이클링 후 내부 탭 서플라이가 BYPASS 핀 커패시터 전압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압이 4.5V 밑으로 떨어지면 장치가 리셋되고 최대 파워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그림 27).

이러한 상태를 방지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권장 VOUT 내에서 설계합니다.
•	  전압이 4.5V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P 커패시터를 늘

립니다.
•	  출력 전압이 충분히 강하될 수 있도록 더미 부하를 늘립니다.
•	  로우 사이드 구성의 경우 정류된 DC 버스부터 BYPASS 핀까지 풀업 

저항을 추가합니다.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상태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저항 값을 최적화합니다. 입/출력 파라미

터에 따라 100k부터 1M 사이의 값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입력 전류 링잉

드레인 전류의 클리핑은 마이너스 임피던스 특성을 나타내서 입력 전
류 링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낮은 입력 전압과 높은 전력

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MI 필터 설계 및 출력 인덕터 선택 지침을 
따르십시오.

http://www.p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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