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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또는 패시브 PFC 회로가 없는 전자제품 및 파워 서플라이에는 
적절하지 않은 역률과 고조파 왜곡이 심한 입력 전류 파형이 발생합니다. 
기기의 부적절한 역률 및 심한 전류 왜곡은 전력 분배 네트워크 
손실의 주요 원인입니다. 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한 고조파 왜곡량 및 
역률 저하를 제한하기 위해 IEC/EN 표준 61000에서는 클래스가 각종 
기기의 고조파 왜곡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티브 또는 PFC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는 이러한 제한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스트 PFC를 사용하는 액티브 PFC는 가장 경제적인 
PFC 방법 중 하나이며 HiperPFS 제품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토폴로지입니다.

HiperPFS는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용 액티브 PFC를 제공하는 고집적 
IC 제품군입니다. HiperPFS를 사용하면 유니버셜 입력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최대 425W, 입력이 230VAC인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 최대 900W 
정격 부하의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용 PFC 정류기 프런트 엔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입력 전류 파형은 왜곡이 매우 적고 
전압 및 전류 파형이 거의 단일 역률을 구현하므로 파워 서플라이가 
EN61000-3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HiperPFS의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능은 회로 설계를 용이하게 하고 설계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해 줍니다. 또한 HiperPFS 제품군은 입력 저전압 보호, 내장된 
과부하 보호 및 히스테리시스 써멀 셧다운 보호와 같은 기능을 통해 
설계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제품군의 각 제품에는 로우 프로파일 파워 서플라이를 설계할 수 
있는 고전압 파워 MOSFET 및 고집적 컨트롤러가 소형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PFC 엔진은 일정 Amp-sec 제어를 사용하여 온 타임을 
확인하고, 일정 Volt-sec 제어를 사용하여 오프 타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EMI 에너지를 보다 넓은 주파수 범위로 확산시킴으로서 입력 
필터 설계를 간소화하는 주파수 변조를 스위칭 파형에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통합 소프트 스타트 기능은 비정상적인 입력 전류 및 
과도한 출력 전압 오버슈트가 없는 원활한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IC에는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소프트 셧다운 
기능은 입력 브라운아웃 중 컨버터의 원활한 셧다운을 제공합니다. 
오픈 FEEDBACK 핀 감지 기능은 피드백 회로가 올바르게 구성된 
경우에만 PFC단이 작동하도록 합니다. EcoSmartTM

 기술의 연속 주파수 
슬라이드는 부하 수준이 감소할 경우 작동 주파수를 자동으로 낮춰 
초 경부하 시에도 높은 수준의 작동 효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EU CoC(European Code of Conduct), 80 PLUS, ENERGY STAR 등의 
에너지 효율 표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HiperPFS의 동작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스템 설계에 대한 지침과 함께 설계 최적화 및 필요한 부품 선택을 
도와주는 지원 정보가 제공됩니다. 설계 단계는 HiperPFS를 사용한 
PFC 회로 설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PIXls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액티브 PF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노트 AN-53의 액티브 
PFC - 기본 내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PFC의 필요성

선형 부하가 있는 사인파 AC 서플라이의 경우 PF(역률)는 AC 소스에서 
공급되는 피상 전력과 실제 전력의 비율에 대한 척도입니다. 실제 
전력은 와트로 측정되고, 작동하기 위해 부하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무효 전력은 소스와 부하 간에 이동하는 전력으로, 부하 
측 부품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피상 전력은 
실제 전력과 무효 전력의 벡터 합입니다. 무효 전력이 높은 경우 AC 
소스는 RMS 전류를 증가시키는 부하 작동을 지원하기 위해 높은 
피상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무효 전력이 높으면 부하를 지원하기 
더 많은 소스 용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송전 손실도 발생합니다. 순수 
사인파 전압 및 전류 파형의 경우 PF는 전압 파형과 전류 파형 간의 
위상각 코사인입니다. 따라서 PF 값이 0에서 1 사이에서 변하고 진상
(leading)이거나 지상(lagging)일 수 있습니다. 역률이 지상인 경우 
커패시터 뱅크를 소스에 연결하면 PF가 향상됩니다. 이 때 소스에서 
발생하는 전류는 소스 전압과 위상이 일치하며 PFC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PF는 소스와 부하 간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데 유용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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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기 프런트 엔드가 있는 AC-DC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는 사인파가 
아닌 전류 파형을 나타냅니다. 이 파형에는 기본 주파수보다 높은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서플라이 전압 파형에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AC 소스 파형은 종종 
그리드에 연결된 비선형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왜곡됩니다.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 부하로 전달되는 AC 전력은 이제 기본 주파수로 
공급되는 전력 외에 고조파 주파수로 송전되는 전력으로 구성됩니다.
평균 전력은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cosP V I
V I
2

AVERAGE
N N

N

N N0 0

1

i= + -
3

=

^ h/                (2)        



Rev. A 02/11

2

애플리케이션 노트

www.powerint.com  

AN-52

여기서 N은 고조파 수와 간격을 나타냅니다. Cos(jN-qN)은 고조파 
전압과 각 고조파 전류 간의 위상 오차를 고려한 오차 간격입니다. 
이 식은 전압 및 전류 파형에 동일한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전력이 고조파 주파수에서 전달됨을 나타냅니다. AC 서플라이 전압이 
순수 사인파이며 고조파가 전류 파형에만 존재하고 다른 어떤 
주파수에서도 고조파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류 파형의 
RMS 값만 증가하고 평균 전력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류의 RMS 값 증가로 인한 전송 선로 손실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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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파 정류기(Full wave rec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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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파 정류기단 파형. 위: 입력 전압. 중간: 출력 전압. 아래: 입력 전류

이와 상응하는 PFC가 아닌 일반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 프런트 
엔드의 회로는 그림 1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2에서는 비사인파 
입력 전류 파형의 결과를 보여 줍니다. 전류 파형을 향상시키고 
사인파 형상을 유지하는 몇몇 패시브 및 액티브 기술은 AN-53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HiperPFS를 사용하여 설계된 VF-CCM(가변 
주파수-연속 도통 모드) 부스트 PFC 회로를 파워 서플라이 프런트 
엔드로 사용하면 EN61000-3을 비롯한 대부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인파 저왜곡 입력 전류 파형을 발생시킵니다.

그림 3에서는 HiperPFS를 사용하여 설계된 일반 VF-CCM 부스트 
PFC단의 입력 전류 파형을 보여 줍니다. 단일 역률을 유지하면서도 
부하 범위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효율을 제공합니다. 

그림 4에서는 HiperPFS를 사용하여 설계된 일반 부스트 PFC의 
회로도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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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iperPFS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425W PFC의 115VAC 시 입력 전파  
  파형(2A, 1ms/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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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iperPFS를 사용하여 설계된 일반적인 PF8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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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플리케이션 노트는 HiperPFS 디바이스 제품군을 사용하여 
액티브 PFC 회로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엔지니어가 신속하게 주요 부품을 선택하고 
적절한 인덕터 설계를 완료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해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PI Expert™ 설계 
소프트웨어 제품군의 일부인 PIXls 설계 스프레드 시트를 직접 
참조하고 있습니다. HiperPFS를 사용하여 설계된 PFC의 기본 
구성은 그림 4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성은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 
전반의 설명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레퍼런스 회로 역할도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 외에 엔지니어링 프로토타입 보드, 엔지니어링 
보고서 및 작동하는 파워 서플라이의 유용한 예를 보여주는 디바이스 
샘플인 HiperPFS 레퍼런스 디자인 키트(RDK-236)도 제공됩니다. PI 
Expert, RDK 및 이 문서의 최신본을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owerint.com을 참조하십시오.

작동 이론

HiperPFS에서는 파워 스위치의 온/오프 타임을 조정하여 입력 
전압 파형의 모양에 따라 입력 전류 파형을 만드는 새로운 컨트롤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이 컨트롤 기술은 오프 타임에 대한 일정 Volt-sec 제어를 
설정합니다. 오프 타임은 다음과 같이 컨트롤됩니다.

  V V t KOUT IN OFF 1#- =^ h                         (3) 
 

온 타임 시 볼트-초는 오프 타임 시 볼트-초와 같아야 하므로 PFC 
초크에서 자속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온 타임은 다음과 같이 
컨트롤됩니다. 
  
        V t KIN ON 1# =                                         (4) 

또한 컨트롤러는 전력 MOSFET의 각 사이클 동안 일정한 충전 
값을 설정합니다. 사이클당 전하는 부하 변경에 따라 많은 스위칭 
사이클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바뀌므로 실제로는 하프 라인 사이클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정 
충전(또는 Amp-sec) 제어를 사용하면 다음 관계도 성립됩니다.

                i t KIN ON 2# =                                       (5) 

tON를 (4)에서 (5)로 치환하면

                                    i V
K
K

IN IN
1

2
#=                                       (6)                    

(6)의 관계는 일정 Amp-sec 온 타임 및 일정 Volt-sec 오프 타임을 
컨트롤하면 입력 전류 IIN이 입력 전압 VIN에 비례하므로 PFC가 기본 
요구 조건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이 컨트롤는 연속 모드 파워 스위치 전류 파형을 생성합니다. 이 
때 입력 전압에 비례하여 입력 전류를 생성하기 위해 하프 사이클 
동안 주파수와 피크 전류 값이 둘 다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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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C 컨트롤 엔진

그림 5에서는 수준 높은 레벨의 HiperPFS 디바이스의 PFC 컨트롤 
엔진을 보여 줍니다. 온 타임 컨트롤러와 오프 타임 컨트롤러의 
기본 두 개 섹션으로 구성되며, 두 컨트롤러 모두 파워 MOSFET
으로의 게이트 드라이브 컨트롤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래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 타임 컨트롤러는 스위치 전류에 비례하는 전류 소스, 리셋 가능한 
적분기 및 비교기로 구성됩니다. sense-FET에서 측정된 스위치 
전류는 출력 전압 레귤레이터에 정의된 수준(오류 전압)까지 적분 
커패시터를 충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온 타임 컨트롤 비교기의 
출력은 해당 특정 사이클의 온 타임을 종료하고 오프 타임을 
시작하도록 래치를 ‘리셋’합니다. 입력 라인 주파수 사이클에서 에러 
엠플리파이어를 레귤레이션하는 출력 전압의 오차 전압은 쿼지 
상태에서 식 (5)에 설명된 일정 Amp-sec 제어 관계를 제공합니다.

오프 타임 컨트롤러는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 간의 차이(VOUT-VIN)
에 비례하는 전류 소스, 리셋 가능한 적분기 및 비교기로 구성됩니다. 
이 회로 블록에서 적분 커패시터 전압 수준은 (3)에 설명된 일정 
Volt-sec 제어 관계를 갖는 오프 타임을 제공하도록 고정 레퍼런스에 
의해 컨트롤됩니다. 오프 타임 컨트롤 비교기의 출력은 해당 특정 
사이클의 오프 타임을 종료하고 온 타임을 시작하도록 래치를 ‘설정’
합니다. 

그림 5.  HiperPFS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6.  이상적인 제어 파형

온 타임 및 오프 타임의 이상적인 관련 컨트롤 신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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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 타임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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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입력 전압이 출력 전압에 가까워지면 두 전압의 차이가 0에 
가까워지고 볼트-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증가합니다. 
이 관계는 그림 6에 표시된 오프 타임 컨트롤러의 상세 파형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프 타임은 VOUT과 VIN의 차이에 비례하는 전류를 생성하는 
트랜스컨덕턴스 엠플리파이어를 통해 발생합니다. VOUT-VIN이 0에 
가까워지면, 즉 피크 입력 전압이 설정되어 있는 출력 전압 레귤레이션 
기준값에 근접하면 오프 타임 전류 소스가 감소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로, 적분 커패시터가 오프 타임 컨트롤 레퍼런스까지 
충전되는 속도가 감소하므로 오프 타임이 증가합니다. 이론적으로 이 
유형의 컨트롤에서는 VOUT이 VIN과 동일한 경우 오프 타임이 
무한대입니다. 

HiperPFS에는 최대 및 최소 스위치 온/오프 타임을 둘 다 제한하는 
타이머 감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대 오프 타임을 
제한하면 디바이스 피크 정격 전력의 20%를 초과하는 부하에 대해 
스위칭 주파수가 20kHz 아래로 떨어진 경우 컨트롤러가 부스트 
초크에서 가청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HiperPFS의 지정된 최대 오프 타임은 30µs~40µs로 제한됩니다. 

PFC의 작동 주파수는 부하 수준 및 입력 전압에 따라 변경됩니다. 
그림 7과 그림 8의 주파수 선도는 입력 전압 및 부하에 따른 작동 
주파수를 예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HiperPFS를 사용한 설계

빠른 시작

지금 즉시 시작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인덕터를 설계하고 첫 번째 프로토타입에 대한 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된 정보만 PIXls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면 
일반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다른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스프레드시트 셀 위치는 대괄호로 묶인[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전압 범위 입력 [B3]
•	 애플리케이션에 광범위한 작동 전압 범위가 필요한 경우 

유니버셜을 선택하고, 220V/240V 공칭 AC 서플라이에서만 
작동하면 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하이 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	 AC 입력 전압 범위 VACMIN, VACMAX와 최소 입력 주파수 fL 
입력 [B4, B5, B10]

•	 공칭 출력 전압 VO 입력 [B8]
•	 최대 연속 출력 전력 입력 [B9]
•	 VACMIN에서의 예상 효율 입력 [B12]

•	 유니버셜 입력 전압(85~265VAC) 또는 단일 100/115VAC 
(85~132VAC) 설계의 경우 0.93을 입력하고, 단일 230VAC 
(180~265VAC) 설계의 경우 0.96을 입력합니다. 풀 부하 및 
VACMIN 에서 프로토타입 보드의 효율을 측정한 후 수치를 
수정합니다.

•	 최대 작동 온도 입력 [B11]
•	  비워 둘 경우 기본값 40ºC이 사용됩니다.

•	 최대 출력 리플 입력 [B15]
•	 특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 20V가 사용됩니다.

•	 필요한 출력 유지 시간 입력 [B16]
•	 고성능 설계의 경우 대부분 16ms 또는 20ms가 표준 요구 

사항입니다.
•	 긴 출력 유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10ms를 사용

합니다.
•	 이 셀을 비워 두면 출력 커패시턴스 값이 20ms의 출력 유지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출력 유지 간격의 종료 부분에 최소 PFC 출력 전압 입력 [B17]

•	 대부분의 세컨드 스테이지 컨버터에서 레귤레이션을 유지
하는데 일반적으로 310V가 적당합니다.

•	 특정 정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310V를 사용합니다.
•	 적절한 HiperPFS 디바이스 선택 및 직접 입력 [B23]

•	 표 1에서 출력 전력 및 라인 입력 전압에 따라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이 필드를 “오토”로 그대로 두면 적절한 디바
이스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그림 7.   부하에 따른 주파수 변동 그림 8.   입력 전압 변경에 따른 주파수 변동(출력측 100% 부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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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설계 절차 소개

본 설계 절차를 통해 정격 연속 출력 요구 사항에 맞게 PFC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성능 최적화를 위해 파워 서플라이의 작동 
조건 및 평가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설계를 변경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본 설계 절차를 사용하여 설계를 반복해야 합니다.

전력표(표 1)에는 설계에 적절한 HiperPFS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최대 작동 온도 및 필요한 작동 
전압 범위와 같은 작동 조건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선택한 디바이스가 최소 입력 라인 전압에서 필요한 출력 
전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애플리케이션 변수 VACMIN, VACMAX, fL, VO, PO, h, KP, 
VOUTRIPPLE, tHOLDUP, VHOLDUP, IINRUSH 입력

표 2에서 입력 전압 범위를 결정합니다.

브라운아웃 전압 VBROWNOUT(V)
파워 서플라이가 입력 저전압으로 인해 셧다운되는 전압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VAC(MIN)를 변경하여 원하는 값으로 조정하고 
VBROWNOUT을 프로그래밍할 V 핀 저항의 올바른 값을 확인합니다.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경우에는 컨버터가 작동하는 최저 입력 
전압의 실제 측정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칭 출력 전압, VO(V)
PFC의 공칭 출력 전압을 입력합니다. HiperPFS는 385VDC의 
출력 전압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보다 
높은 출력 전압은 내부 MOSFET에 전압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100/115VAC 공칭에서만 작동하면 되는 
애플리케이션에는 이보다 낮은 출력 전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크 시 최대 AC 입력 전압보다 높은 출력 전압이 제공됩니다. 

공칭 입력 전압(VAC) VACMIN VACMAX

100 / 115 90 132

230(하이 라인 전용) 180 265

유니버셜 입력 90 265

표 1. 출력 전력표

•	 드롭다운 메뉴에서 코어 유형 선택(필요한 경우) [B51]
•	 권장 코어 크기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경고가 나타나면, 아래 스프레드시트 F열에 있는 지침에 따라 
설계를 변경 
•	 인덕터 제작
•	 주요 부품 선택

•	 7단계에서 12단계까지 참조
•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반복하여 스프

레드시트에 입력한 예상치를 측정값으로 대체(예: 효율성, VMIN)

그림 9.  HiperPFS 설계 스프레드시트의 애플리케이션 변수 섹션

표 2.  전 세계 입력 라인 전압 표준 범위

출력 전력표

제품
최대 연속

출력 전력 정격(90VAC)
피크 출력 전력
정격(90VAC)

PFS704EG 110W 120W

PFS706EG 140W 150W

PFS708EG 190W 205W

PFS710EG 240W 260W

PFS712EG 300W 320W

PFS714EG 350W 385W

PFS716EG 388W 425W

제품
최대 연속

출력 전력 정격 180VAC
피크 출력 전력
정격(180VAC)

PFS723EG 255W 280W

PFS724EG 315W 350W

PFS725EG 435W 480W

PFS726EG 540W 600W

PFS727EG 675W 750W

PFS728EG 810W 900W

PFS729EG 900W 1000W

표 1.  출력 전력표. 
참고: 
1. 적절한 히트싱크를 가진 오픈 프레임 설계에서 90VAC에서 실제로 지속되는  

최대 전력은 주변 온도 50°C에서 측정. 
2. 적절한 히트싱크를 가진 오픈 프레임 설계에서 180VAC에서 실제로 지속되는  

최대 전력은 주변 온도 50°C에서 측정.

입력 전압 범위 유니버셜  입력 유니버셜  입력 유니버셜 또는 하이 라인 옵션 선택
VACMIN 90 V 최소 AC 입력 전압
VACMAX 265 V 최대 AC 입력 전압
VBROWNIN 77.76 최소 브라운인 예상 전압
VBROWNOUT 70.4 V 브라운아웃 전압 지정
VO 385 V 공칭 출력 전압
PO 347 W 공칭 출력 전력
fL 50 Hz 입력 주파수
TA MAX 40 °C 최대 주변 온도
n 0.93 VACMIN에서의 부스트 컨버터의 예상 효율 입력
KP 0.677 0.677 VACMIN 피크 시 피크 인덕터 전류에 대한 리플 비
VO_MIN 365.75 V 최소 출력 전압
VO_RIPPLE_MAX 20 V 최대 출력 전압 리플
tHOLDUP 16 16 ms  출력 유지  시간
VHOLDUP_MIN 310 V  출력 유지 중 최소 전압 출력이 감소할 수 있음
I_INRUSH 40 A 최대 허용 돌입 전류
강제 공기 냉각   예  예 강제 공기 냉각의 경우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입력

애플리케이션 변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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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속 모드 전류 파형, KP≤1

공칭 출력 전력, PO(W)
PFC의 최대 연속 출력 전력을 입력합니다. PFC가 피크 전력 사양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셀에 피크 전력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주파수, FL

유니버셜 또는 단일 100VAC의 경우 50Hz, 단일 115VAC 입력의 
경우 60Hz. 단일 230VAC 입력의 경우 50Hz입니다. 이러한 값은 
최소값이 아닌 일반적인 입력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 값은 적절한 전체 설계 마진을 제공합니다. 
최악의 경우 또는 제품 사양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 6%(47Hz 또는 
56Hz)까지 수치를 줄이십시오.

주변 온도, TA(MAX)

최대 주변 온도의 기본값은 40ºC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인클로저 
내부의 주변 온도가 이 값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내부 주변 
온도를 이 셀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 값은 HiperPFS 및 PFC 출력 
다이오드의 히트싱크 열 저항 예상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워 서플라이 효율, h
최저 입력 전압(VACMIN) 시 PFC단의 예상 효율을 입력합니다. 유니버셜 
입력 설계의 경우 0.93부터 시작하고, 230VAC 전용 설계의 경우 
0.96부터 시작합니다.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경우에는 측정된 
효율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인덕터 설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피크 전류에 대한 리플 비, KP

HiperPFS는 CCM(연속 도통 모드) PFC입니다. 계수 KP는 그림 10
에 표시된 바와 같이 사인파 피크 시의 피크 인덕터 전류에 대한 
인덕터 리플 부품 전류의 비율입니다. CCM 모드에서 작동할 때는 
KP 값이 1보다 작아야 합니다. 

KP 값이 낮을수록 인덕턴스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인덕턴스가 
높을수록 입력 전류의 THD는 낮아지고 PF는 높아집니다. 하이 
라인 전용 설계의 경우, 처음에는 페라이트 코어 설계 및 분말 코어 
설계 각각에 0.5 또는 0.675를 시작 값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유니버셜 입력 설계의 경우에는 페라이트 코어 설계 및 분말 코어 
설계 각각에 0.25 또는 0.675를 사용합니다. PFC 성능 평가 후 PF
의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경우 PF를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 
KP 값을 낮추고 인덕터 설계를 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력 전압 리플, VOUTRIPPLE(MAX) 
허용되는 최대 출력 리플 전압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를 비워 두면 
기본값 20V가 사용됩니다(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반적으로 
비워 둠). 

출력 유지 시간, tHOLDUP

필요한 출력 유지 시간 사양을 입력합니다. 이는 입력이 저하하여 
출력 전압이 VHOLDUP(MIN)으로 떨어진 동안 PFC단 출력 커패시터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출력 유지 시간 종료 시 전압, VHOLDUP(MIN)

PFC에서 부하 작동을 유지하려면 출력 유지 시간 종료 시 PFC 
출력 전압이 특정 최소값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출력 유지 
시간 종료 시 PFC 출력측에 필요한 최소 전압을 입력하십시오. 
HiperTFS를 기반으로 세컨드 스테이지 컨버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설계에 310V 값이 허용됩니다.

VOUTRIPPLE(MAX), tHOLDUP 및 VHOLDUP(MIN)은 모두 출력 커패시턴스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대 돌입 전류 허용치, IINRUSH

허용되는 총 최대 돌입 전류를 이 셀에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스프레드시트에서 필요한 돌입 제한 써미스터의 최소 저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강제 공기 냉각 - 옵션
강제 공기 냉각을 사용하는 경우 “예”를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를 입력합니다. 강제 공기 냉각 설계 시에는 인덕터 권선에 
높은 전류 밀도를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얇은 와이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덕터의 비용, 크기 및 무게가 감소합니다.

2단계 – HiperPFS 변수 입력: HiperPFS 디바이스, 입력 센싱 
저항 RV, TJ(MAX), HiperPFS 어셈블리의 열 저항 

올바른 HiperPFS 디바이스 선택
HiperPFS 전력표를 참조하여 설계 출력 전력에 따라 디바이스를 
선택하십시오. 연속 전력이 전력표에 지정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으로 큰 디바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토” 옵션을 선택하면 
스프레드시트에서 1단계에 입력된 애플리케이션 변수를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전력표와 관련된 
참고 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설계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지정 
사항에 따라 다음으로 높은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 센싱 저항 값 RV 선택
입력 센싱 저항은 PFC 컨트롤러의 피드 포워드 게인을 프로그래밍하고 
브라운인 및 브라운아웃 기준값을 설정합니다. 유니버셜 입력 
애플리케이션에 권장되는 입력 센싱 저항값은 4MΩ이고, 하이 
라인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권장되는 값은 9MΩ입니다. 이 셀에 
원하는 MΩ 값을 입력하여 이러한 값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브라운인 및 브라운아웃 전압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저항값을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값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경고 
문구가 생성됩니다.

KP ≡ KRP =

(a) 연속, KP   1

IDRAIN

IDRAIN

(b) 경계선 연속/불연속, KP = 1

IR

IP

IPIR

IP

IR

PI-6340-0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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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erPFS의 최대 작동 정션 온도 TJ(MAX) 선택
HiperPFS의 작동 정션 온도 기본값은 100ºC로 설정됩니다. 이 
온도는 브라운아웃 테스트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고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마진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값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보다 높은 값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HiperPFS의 히트싱크 열 저항-정션 Rth-JS 선택
열 저항의 기본값은 히트스프레더를 사용하고 히트스프레더와 
히트싱크 사이에 열전도성 절연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3ºC/W로 설정됩니다. 더 나은 정보가 없으면 3ºC/W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써멀 설계 및 열 저항에 대한 써멀 설계의 효과는 다음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디바이스의 
예상 손실을 기반으로 선택한 HiperPFS 부품에 필요할 수 있는 
히트싱크에 대한 예상 열 저항(표면-주변) 값을 계산합니다. 

3단계 – 출력 전력에 따라 코어 및 권선을 선택하고 AE, LE, AL, 
BW, MLT 입력

코어 유효 단면적, AE: (mm2)
코어 유효 경로 길이, LE: (mm)
갭이 없는 코어 유효 인덕턴스 계수, AL: (nH/턴2).
보빈 폭, BW: (mm)
턴당 평균 길이: (mm)

코어 유형
“코어 유형” 셀이 비어 있는 경우, 스프레드시트는 기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코어 중 지정된 연속(평균) 출력 전력에 적합한 가장 작은 
코어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전체 코어 목록은 PIXls 설계 
소프트웨어 도구 모음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색 오버라이드 셀은 코어와 보빈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록에 없는 코어를 
선택하거나 특정 코어 또는 보빈 정보가 스프레드시트에 나온 정보와 
다를 경우에 유용합니다.

그림 11.  HiperPFS 스프레드시트의 PFS 파라미터 섹션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항목은 센더스트, 페라이트 및 철 분말입니다. 
이 중에서 센더스트 코어가 비용 효율적인 옵션입니다. 페라이트 코어 
인덕터는 코어 손실이 가장 적지만 대체로 큰 사이즈의 코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높은 인덕턴스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철 분말 
코어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지만 코어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코어 재료
센더스트 코어 유형을 선택한 경우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네 
가지 투자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µ, 75µ, 90µ 또는 125µ의 
코어 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율이 높은 재료는 동일한 턴 
수에 대해 더 높은 0 바이어스 인덕턴스를 생성합니다. 투자율이 
높은 코어로 만들어진 인덕터는 일반적으로 자속 바이어스로 
인덕턴스를 감소시킵니다. 전류 강하가 있는 인덕턴스의 증가는 
PFC가 경부하에서 CCM 작동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경부하에서도 
높은 PF와 낮은 입력 전류 THD(ITHD)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철 분말 코어에는 -52 재료만 지원되며, PC44 재료는 페라이트 
코어에 지원됩니다. 다른 재료 유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손실 
계산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코어 형상
센더스트 코어 유형에는 EE 또는 토로이드 코어 형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라이트의 경우 EE 또는 PQ 코어 형상을 표준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 분말 코어의 경우에는 토로이드 
형상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코어의 파라미터 값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코어 파라미터가 스프레드시트에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목록의 회색 셀에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스프레드시트에서 
계산 결과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와이어 유형
기본적으로 리츠선(Litz wire) 옵션이 선택됩니다. 리츠선은 근접 및 
표피 효과 손실이 가장 적으므로 대부분의 설계에 가장 높은 효율을 
제공합니다. '일반'을 입력하여 단일 또는 다중 가닥 구성의 일반 
이중 도포 마그넷 와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FS 부품 번호 PFS714 선택한 PFS 디바이스
IOCP min 9 A 최소 전류 제한
IOCP typ 9.95 A 일반적인 전류 제한
IOCP max 10.9 A 최대 전류 제한
RDSON 0.46 Ω 100'C시 일반적인 RDSon
RV 4 MΩ 입력 센싱 저항
C_VCC 1 uF 서플라이 디커플링  커패시터 
C_V 100 nF V 핀 디커플링 커패시터
C_FB 10 nF 피드백 핀 디커플링 커패시터
FS_PK 84.93 kHz 예상 피크 작동 주파수
FS_AVG 69.13 kHz 예상 평균 작동 주파수
IP 8.84 A MOSFET 피크 전류
PFS_IRMS 4.02 A PFS MOSFET RMS 전류
PCOND_LOSS_PFS 7.43 W 예상 PFS 전도성 손실
PSW_LOSS_PFS 2.85 W 예상 PFS 스위칭 손실
PFS_TOTAL 10.28 W 총 예상 PFS 손실
TJ Max 100 °C 최대 정상 상태 정션 온도
Rth-JS 3 °C/W 최대 열 저항(정션-히트싱크)
HEAT SINK Theta-CA 2.83 °C/W 히트싱크의 최대 열 저항

PFS 파라미터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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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스프레드시트의 인덕터 코어 및 구성 변수 섹션

그림 13.  HiperPFS 설계 스프레드시트의 인덕션 계산 섹션

와이어 게이지 AWG
리츠선 옵션을 선택하면 PIXls에서 적절한 가닥 수 및 와이어 
게이지의 리츠선을 선택하고 결과가 업데이트됩니다. 다른 리츠선을 
원하는 경우 와이어 게이지(AWG) 및 가닥 수를 셀에 입력해야 
합니다. 

가닥 수 
리츠선을 선택한 경우 가닥 수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하지만 셀 
[B67]에 가닥 수를 입력하여 이 선택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멀티필러 구성은 AC 손실을 감소시키지만 근접 손실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리 손실 계산이 선택된 와이어 게이지(AWG)에 
따르는 근접 손실에 대해 보정합니다.

와이어 직경
와이어 직경이 표시된 와이어 직경과 다른 경우 셀 [B68]을 변경하여 
실제 와이어 직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목표 자속 밀도
페라이트 코어의 경우 목표 자속 밀도는 3000G(0.3T)로 설정됩니다. 
이보다 높은 자속 밀도를 선택하려면 셀 [B71]을 변경해야 합니다. 
높은 자속 밀도를 선택할 때는 먼저 고온에서 코어 재료의 포화 
특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스프레드시트는 필요한 턴 수 및 인덕턴스 값을 계산합니다. DC 
바이어스가 없는 예상 인덕턴스가 계산됩니다. 이는 LCR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의 예상 인덕턴스 값입니다.

4단계 – 인덕터 설계 반복 및 초기 설계 생성 

경고가 표시되지 않는지 설계를 반복하여 확인해 보십시오. 권장 
값 범위를 벗어난 파라미터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고가 없어지면 인덕터 설계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프로토타입 
인덕터를 제작하거나 공급업체에 보내 샘플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인덕터 전기적 파라미터:

1차측 인덕턴스, LPFC(0-BIAS)(µH)
필요한 트랜스포머의 공칭 1차측 인덕턴스입니다.

1차측 인덕턴스 오차, LP(TOLERANCE)(%)
1차측 인덕턴스 예상 오차입니다. 기본값으로 12%를 사용합니다. 
마그네틱 공급업체로부터 특정 정보를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회색 오버라이드 셀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코어 유형 센더스트 센더스트 "센더스트", "철 분말  " 또는 "페라이트" 입력

코어 재료 자동 125u
센더스트 코어의 경우 60u, 75u, 90u,   125u  중에서  선택. . 페라이트  코어의  경우  PC44 또는 
PC44 또는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 고정. 철 분말

  

코어의

 

경우

 52 

52 material 사용

 
코어 형상 자동 TOROID 선택

77324 77324
(OD=36.7) (OD=36.7)

AE 67.8 mm^2 코어  단면적
LE 89.8 mm 코어  평균  경로  길이
AL 119 nH/t^2 코어 AL 값
VE 6088 mm^3 코어  부피
HT 11.35 mm 코어  높이 /권폭  높이
MLT 43.4 cm 턴당  평균  길이
BW 해당  없음 mm 보빈  폭
NL 108 인덕터  턴  수
LG 해당  없음 mm 갭  길이 (페라이트  코어에만  해당)
ILRMS 4.77 A 인덕터 RMS 전류
와이어 유형 LITZ 이중  도포  마그넷  와이어의  경우 "LITZ" 또는 "일반 " 선택
AWG 40 40 AWG 인덕터  와이어  게이지
필터 125 125 병렬로  감은  인덕터  와이어  수(가닥)
OD 0.079 mm 1가닥  와이어의  외부  직경
AC 저항 비 1.09 AC 저항과 DC 저항의  비율(Dowell 곡선  사용)
J 7.84 A/mm^2 와이어의  예상  전류  밀도. 6 < J < 8 권장
BM_TARGET 해당  없음 가우스 VACMIN 시  목표  자속  밀도(페라이트  코어에만  해당)
BM 2591 가우스 최대  작동  자속  밀도
BP 6898 가우스 피크  자속  밀도(VBROWNOUT 시  예상치)
LPFC_CORE_LOSS 2.26 W 예상  인덕터  코어  손실
LPFC_COPPER_LOSS 2.59 W 예상  인덕터  구리  손실
LPFC_TOTAL LOSS 4.85 W 총  예상  인덕터  손실

코어 코어  부품  번호

인덕터 구성 파라미터

센더스트 코어의 경우 토로이드 또는 EE를 선택하고 페라이트 코어의 경우 EE 또는 PQ 

LPFC 150.47 uH VACMIN 피크 및  풀 부하  시  PFC 인덕터  값
LPFC(0 바이어스) 1383.32 uH 무부하 시 PFC 인덕터 값. LCR 측정기로 측정됨 
LPFC_RMS 4.77 A 인덕터 RMS 전류(VACMIN 및 풀  부하에서 계산됨)

기본 인덕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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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코어 유효 인덕턴스, ALG(nH/t2)
트랜스포머 공급업체에서 코어(갭)를 지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정보는 페라이트 코어 설계에만 필요합니다.

최대 작동 자속 밀도, BM(가우스)
페라이트 코어의 경우 스타트업 및 출력 과부하 시 최대 자속 밀도를 
제한하기 위해 정상 작동 중의 최대값을 3000가우스(0.3T)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피크 자속 밀도, BP(가우스)
페라이트 코어의 경우 스타트업 및 출력 과부하 시 최대 자속 
밀도를 제한하기 위해 최대값을 4200가우스(0.42T)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계산에서는 최악 조건의 전류 제한 사양 및 
인덕턴스 값을 가정합니다. 밀폐형 어댑터와 같은 주변 온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값을 3600가우스로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값을 결정하려면 스타트업 시 최대 주변 온도에서 
코어 포화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5단계 – 출력 다이오드 선택

CCM PFC의 경우 손실을 줄이려면 울트라패스트 회복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FC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특수 
다이오드가 여러 제조업체에서 제공되며, HiperPFS 설계에도 
적합합니다. 이러한 다이오드는 소프트 회복 특성과 낮은 QRR을 
둘 다 갖추고 있어 CCM 작업의 하드 스위칭 시 EMI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순방향 도통 및 스위칭 손실을 줄여 줍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출력 전력에 적합한 정격 순방향 전류의 
다이오드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PFC 출력 다이오드를 통한 피크 
전류는 PFS-MOSFET 피크 전류와 같습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른 다이오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고가 생성되면 다른 
다이오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작동 조건 및 데이터 시트 정보를 기반으로 tRR, VF 등의 
다이오드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 파라미터 VF 
또는 tRR의 변경은 다이오드 손실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이오드 파라미터 셀 [B91] 및 [B92]에서 이러한 
수치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오드에는 출력 전력 100W마다 적어도 1.2A~1.5A의 
순방향 연속 정격 전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림 14.  HiperPFS 설계 스프레드시트의 출력 다이오드 섹션

부품 번호 자동 STTH8S06 PFC 다이오드 부품 번호

유형 ULTRAFAST
다이오드 유형 - 특수 - PFC 애플리케이션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이오드, 
SiC - 실리콘 카바이드형,  UF - 울트라  패스트  회복형

제조업체 ST 다이오드 제조업체
VRRM 600 V 다이오드 정격 역 전압
IF 8 A 다이오드 정격 순방향 전류
TRR 33 ns 다이오드 역 회복 시간
VF 1.1 V 다이오드 정격 순방향 전압 강하
PCOND_DIODE 0.99 W 예상 다이오드 전도성 손실
PSW_DIODE 2.15 W 예상 다이오드 스위칭 손실
P_DIODE 3.14 W 총 예상 다이오드 손실
TJ Max 125 °C 최대 작동 온도
Rth-JS 3 °C/W 최대 열 저항(정션-히트싱크)
HEAT SINK Theta-CA 23.57 °C/W 히트싱크의 최대 열 저항

출력 다이오드

표 3.  PFC 애플리케이션에 적절한 다이오드

다이오드
부품
번호 유형 제조업체

전압
등급
(V)

전류
등급
(A)

LQA03TC600 특수 Power Integrations 600 3

LQA05TC600 특수 Power Integrations 600 5

LQA08TC600 특수 Power Integrations 600 8

LXA04T600 특수 Power Integrations 600 4

LXA06T600 특수 Power Integrations 600 6

LXA08T600 특수 Power Integrations 600 8

STTH1R06 울트라패스트 ST 600 2

STTH2R06 울트라패스트 ST 600 2

STTH3R06 울트라패스트 ST 600 3

STTH506 울트라패스트 ST 600 5

STTH506D 울트라패스트 ST 600 5

STTH5R06 울트라패스트 ST 600 5

STTH806 울트라패스트 ST 600 8

STTH806TTI 울트라패스트 ST 600 8

STTH8R06 울트라패스트 ST 600 8

STTH8S06 울트라패스트 ST 600 8

STTH12R06 울트라패스트 ST 600 12

CSD01060 SiC CREE 600 1

CSD02060 SiC CREE 600 2

CSD04060 SiC CREE 600 4

CSD06060A SiC CREE 600 6

CSD08060A SiC CREE 600 8

CSD10060A SiC CREE 600 10

HFA04TB60 울트라패스트 Vishay 600 4

HFA08TB60 울트라패스트 Vishay 600 4
HFA16TA60C 울트라패스트 Vishay 600 16

다이오드 정션 온도, TJMAX

다이오드에 사용되는 최대 정션 작동 온도의 기본값은 125ºC
입니다. 더 낮은 스트레스 수준이 바람직한 경우 셀 [B96]에 해당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이오드 열 저항값은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다릅니다. 패키지의 열 저항값이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경우 셀 [B97]에 값을 입력합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PFC의 출력 전력을 기반으로 선택한 다이오드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되는 최대 히트싱크 열 저항을 계산합니다. 프로토타입 
장치에서 히트싱크 온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설계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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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HiperPFS 설계 스프레드시트의 출력 커패시터 섹션

그림 16.  HiperPFS 설계 스프레드시트의 입력 및 브리지 섹션

그림 17.  HiperPFS 설계 스프레드시트의 중요 파라미터 섹션

6단계 – PFC 출력 커패시터 선택

출력 커패시터의 선택은 예상 출력 유지 시간 및 허용되는 출력 
리플에 따라 다릅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애플리케이션 변수 
섹션에 지정된 출력 유지 시간 및 출력 리플을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커패시터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저주파수 ESR 값은 100Hz/120Hz에서 지정된 ESR이고, 고주파수 
ESR 값은 20kHz에서 지정된 ESR입니다.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 
ESR 값이 선택한 커패시터에 대해 다른 경우 셀 [B106] 및 [B107]에 
해당값을 입력합니다.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 리플 전류로 인해 출력 커패시터에서 전력이 
손실됩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커패시터의 온도 상승을 예측하기 
위하여 열 계산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손실을 예상합니다.

7단계 – 다른 회로 부품 선택

스프레드시트에서 설계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밸런스 회로 부품의 
선택 사항에 대한 권장 값 또는 파라미터 값을 제공합니다.

퓨즈 정격 전류 및 정격 I2t
퓨즈 연속 정격 전류 및 필요한 정격 I2t는 스프레드시트에서 
계산됩니다. 이러한 값은 적절한 퓨즈를 선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입력 브리지 정류기
평균 입력 정류기 전류, 피크 역 전압 및 총 전력 손실은 
스프레드시트에서 계산됩니다. 예상 브리지 정류기 전력 손실은 
브리지 정류기 내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 강하에 따라 다릅니다. 
순방향 전압 강하가 셀에 표시된 것 [E119]과 다른 경우 [B119]에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 강하를 입력하십시오.
유니버셜 입력 설계에는 정격 PIV가 600V 이상인 브리지 정류기가 
권장됩니다. 115V/100V 공칭 입력 전압만 사용하는 설계의 경우 
정격 PIV가 400V 정도인 브리지 정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필터 커패시터
ESR 및 ESL이 낮은 필터 커패시터를 브리지 정류기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커패시터를 사용하면 EMI가 감소합니다. 필요한 
값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입력 써미스터, RT

애플리케이션 변수 섹션에 지정된 최대 돌입 전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써미스터의 저온 상태 저항이 계산됩니다. 연속 정격 전류가 
계산된 입력 RMS 전류 및 계산된 RT 값을 초과하는 써미스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력 커패시터 프리차지(pre-charge)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출력 커패시터의 충전 전류를 인덕터에서 멀리 연결하기 
위해 스타트 시 PFC 인덕터를 바이패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다이오드가 없으면 커패시터 충전 전류가 인덕터를 통해 흐르고 
인덕터와 출력 커패시터 사이의 공진으로 인해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의 2배가 되어 커패시터 및 다른 회로 부품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출력 커패시터의 프리차지 중에 다이오드 정격 서지 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스프레드시트에서 1N4007 또는 1N5407 
다이오드를 선택합니다.

CO 자동 270 uF 출력 커패시턴스 최소값
VO_RIPPLE_EXPECTED 11.4 V 선택한 출력 커패시터 사용 시 출력측 예상 리플 전압
T_HOLDUP_EXPECTED 18.4 ms 선택한 출력 커패시터 사용 시 예상 출력 유지 시간
ESR_LF 0.68 Ω
ESR_HF 0.27 Ω
IC_RMS_LF 0.64 A 저주파수 커패시터 RMS 전류
IC_RMS_HF 1.83 A 고주파수 커패시터 RMS 전류
CO_LF_LOSS 0.27 W 출력 커패시터의 예상 저주파수 ESR 손실
CO_HF_LOSS 0.91 W 출력 커패시터의 예상 고주파수 ESR 손실

1.18 W 출력 커패시터의 총 예상 손실

출력 커패시터

정격 I^2t 18.96 A^2s 퓨즈의 최소 정격 I^2t
퓨즈 정격 전류 6.3 A 퓨즈의 최소 정격 전류
VF 0.9 V 입력 브리지 다이오드 순방향 다이오드 강하
IAVG 3.92 A 70 VAC에서 입력 평균 전류
PIV_INPUT BRIDGE 375 V 입력 브리지의 피크 역 전압
PCOND_LOSS_BRIDGE 6.72 W 예상 브리지 다이오드 전도성 손실

CIN 1 uF
입력 커패시터. 금속 증착 폴리프로필렌 또는 정격 리플 전류가 높은 필름 호일  
유형 사용

RT 7.54 Ω 입력 써미스터 값
D_Precharge 1N5407 권장 프리차지(Precharge) 다이오드

입력 브리지 및 퓨즈

IRMS 4.15 A AC 입력 RMS 전류
IO_AVG 0.9 A 출력 평균 전류

중요 파라미터

IRMS 4.15 A AC 입력 RMS 전류
IO_AVG 0.9 A 출력 평균 전류

중요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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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회로 부품
HiperPFS에는 전압 분배 네트워크, 보정 요소 및 범용 트랜지스터 
세트로 구성된 피드백 회로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순한 배열은 루프 안정성을 구현하는 동시에 회로가 저대역폭 
컨트롤 루프를 지연시키지 않고 모든 과도 조건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18은 최소 권장 회로(그림 19 참조)를 보여 
줍니다. 

피드백 회로 부품은 피드백 부품 섹션에서 계산됩니다. 표시된 
값과 가장 가까운 부품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부품 값이 
스프레드시트에 표시된 값과 다른 경우에는 PFC의 출력 전압이 
달라지며 저항 값을 일부 조정해야 합니다.

그림 18.  HiperPFS의 최소 권장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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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HiperPFS 설계 스프레드시트의 피드백 및 부품 섹션

그림 20.  HiperPFS 설계 스프레드시트의 손실 예산 섹션

그림 21.  일반적인 외부 피드백 네트워크(과도 응답 루프 가속 포함)

8단계 – 손실 예산 확인

주요 회로 부품의 전력 손실은 스프레드시트에서 계산되고 
나열됩니다. 

예상 손실은 실제 손실에 가까워야 합니다. 실제로 부품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사용된 부품의 기생 요소 및 재료 속성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손실 예산은 예상 효율을 확인하도록 
도와줍니다. 손실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예상 효율이 애플리케이션 
변수 섹션에 사용된 VACMIN 에서의 효율과 다른 경우 효율 사양을 
변경하고 설계를 반복해야 합니다. 손실 예산은 주요 요소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며 파워 서플라이의 써멀 
설계를 도와줍니다.

HiperPFS를 사용한 설계

피드백 회로 설계 – 분석 및 계산

FEEDBACK 핀에 연결된 일반적인 피드백 네트워크가 그림 21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 R2~R7은 메인 출력 전압 분배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저항 
R2, R3, R4 및 R5의 합계는 상단 분배 저항이고, 피드백 하단 저항은 
저항 R6과 R7의 합계입니다. 커패시터 C2는 스타트업에서 출력 전압 
오버슈트를 감소시키는 소프트 피니쉬 커패시터입니다. 저항 R10과 
커패시터 CFB는 커플링의 스위칭 노이즈를 FEEDBACK 핀으로 
필터링하는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저항 R9와 커패시터 C4는 낮은 
크로스오버 주파수 및 충분한 루프 위상 마진을 유지하도록 루프 
응답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저주파수 영점(zero)을 제공하는 루프 
보정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저항 R8은 빠른 부분(R2~R7로 구성된 
저항 전압 분배 네트워크)과 느린 피드백 루프 보정 회로(저항 R9와 
커패시터 C4)를 절연합니다. 각각 R5와 R6으로 바이어스된 트랜지스터 
Q1과 Q2는 

R2 1.54 MΩ 피드백 네트워크, 첫 번째 고전압 분배기 저항
R3 1.54 MΩ 피드백 네트워크, 두 번째 고전압 분배기 저항
R4 698 KΩ 피드백 네트워크, 세 번째 고전압 분배기 저항
C2 100 nF 피드백 네트워크, 루프 가속 커패시터
R5 2.2 KΩ 피드백 부품, NPN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저항
R6 2.2 KΩ 피드백 부품, PNP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저항
R7 57.6 KΩ 피드백 네트워크, 낮은 분배기 저항
C3 470 pF 피드백 부품 - 노이즈 억제 커패시터
R8 160 KΩ 피드백 네트워크 - 극점 설정 저항
R9 2.32 KΩ 피드백 네트워크 - 영점 설정 저항
R10 10 KΩ 피드백 핀 필터 저항
C4 10 uF 피드백 네트워크 - 보정 커패시터
D3 1N4148 피드백 네트워크 역 블로킹 다이오드
D4 1N4001 피드백 네트워크 - 커패시터 고장 감지 다이오드
Q1 2N4401 피드백 네트워크 - 가속 회로 NPN 트랜지스터
Q2 2N4403 피드백 네트워크 - 가속 회로 PNP 트랜지스터

피드백 부품

PFS 손실 10.28 W PFS의 총 예상 손실
부스트 다이오드 손실 3.14 W 출력 다이오드의 총 예상 손실
입력 브리지 손실 6.72 W 입력 브리지 모듈의 총 예상 손실
인덕터 손실 4.85 W PFS 초크의 총 예상 손실
출력 커패시터 손실 1.18 W 출력 커패시터의 총 예상 손실
총 손실 26.18 W 전체 손실 예상치
효율 0.93 VACMIN 시 예상 효율. 다른 입력 전압에서 효율성 확인

손실 (VACMIN에서 예상)

출력 전압 과도 조건을 감지하고 FEEDBACK 핀에 “빠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스템의 루프 응답을 동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다이오드 
D4는 단락된 커패시터 C4의 단일 지점 고장 상태에서 안전한 
셧다운을 보장하기 위해 포함되었습니다. 이 경우 FEEDBACK 
핀이 다이오드 D4를 통해 강제로 FBUV 기준값 아래로 떨어진 다음 
HiperPFS를 턴오프시킵니다. D4에는 표준 회복 다이오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울트라패스트 또는 패스트 회복 다이오드는 FEEDBACK 핀에 
커플링될 수 있는 고주파수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다르게 동작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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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외부 전압 루프 – 소신호 모델

정상 상태 분석 
정상 상태 작동 시 트랜지스터 Q1 및 Q2는 입력 전류 파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오프” 상태여야 합니다. FEEDBACK 
핀은 트랜스컨덕턴스 엠플리파이어의 입력 임피던스가 높은 반전 
단자입니다. 내부 비반전 단자는 정밀도 레퍼런스 전압에 연결됩니다. 
FEEDBACK 핀에 공급되는 정상 상태 전류는 이 분석에서 0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R10과 R8을 통과하는 전류도 0입니다. 정상 
상태에서 전압 분배 네트워크의 중간 지점 전압은 내부 레퍼런스 
전압 전위에 위치합니다. 출력 전압은 다음과 같이 분배 네트워크의 
저항 값과 내부 FEEDBACK 핀 레퍼런스 전압의 함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저항 분배 네트워크의 일반 값 R2+R3=3.1MΩ, R4=698kΩ, 
R5=2.2kΩ, R6=2.2kΩ 및 R7=57.6kΩ와 내부 레퍼런스 전압 VFB=6V
를 사용할 경우 출력 전압(B+)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력 전압에서 공급되어 분배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정상 상태 
전류는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바이어스 저항 R5 및 R6의 전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바이어스 레벨에서는 트랜지스터 Q1 및 Q2가 “오프” 상태이므로 
정상 상태 작동에 대한 초기 가정을 충족합니다. R5 및 R6의 전압은 
정상 상태 작동 시 Q1 및 Q2의 VBE(ON) 기준값 아래에서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B+ 출력 커패시터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입력 주파수 리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이오드 D4는 정상 작동 시 필요하지 않으며 커패시터 C4의 
고장으로 인한 커패시터 C4의 회로 단락 또는 제조 결함으로 인한 
단락 시 회로를 보호하는 데에만 필요합니다. 다이오드 D3은 VCC 
서플라이를 턴 온함으로써 PFC가 원격으로 턴 온되는 경우에 
스타트업 지연을 방지합니다. VCC 턴 온 후 스타트업 지연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이오드 D3이 필요 없으며, 트랜지스터 Q1의 
콜렉터를 VCC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루프 보정 – 보정기 설계
외부 루프의 단순한 저주파수 소신호 모델이 그림 22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입력 전류가 낮은 고조파 왜곡과 함께 적절한 출력 전압 
레귤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스트 PFC 외부 루프의 
루프 게인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입력 주파수보다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2에 표시된 모델은 주파수가 스위칭 주파수보다 
크게 낮은 경우에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저항 R은 부하 저항을 
나타내고 커패시턴스 C는 부하 커패시턴스를 나타냅니다. 또한 저항 
RC는 출력 커패시터 C의 ESR입니다. 전류 모드 컨트롤 전원 소스에 
대해 소스 저항이 항상 부하 저항과 같은 경우 그림 23에 표시된 
루프의 주극점은 2/RC로 유지됩니다. 

극점 주파수가 매우 낮은(일반적으로 1Hz~2Hz 미만) 외부 루프의 
단극점(single pole)에 대한 출력 응답을 컨트롤하는 경우 컨버터 
보정은 전반적으로 출력 전압의 레귤레이션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루프 게인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높여 리플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게인을 제공하는 외부 전압 루프의 엠플리파이어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내부 전류 루프는 일반적으로 전류 파형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높은 대역폭을 갖습니다. 내부 전류 루프의 대역폭이 입력 주파수보다 
높은 경우에도 스위칭 주파수보다 크게 낮으면 낮은 전류 파형 
왜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전압 루프 게인에 대한 소신호 
컨트롤는 입력 전압의 제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력 전압에 
의존합니다. V 핀 신호를 사용하여 입력 전압을 피드 포워드로 
구현하면 루프 게인을 입력 전압에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입력 
레귤레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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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압 피드백 루프의 단순화

그림 24.  외부 전압 루프의 단순 블록 다이어그램

HiperPFS를 사용하는 PFC의 단순화한 전압 피드백 루프가 그림 
23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력 커패시터의 ESR에 의한 영점은 루프 게인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크게 벗어나는 주파수에서 실현되므로 출력 커패시터의 ESR은 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림 24에서는 전압 피드백 루프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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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압 루프의 총 루프 게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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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 모듈레이터 게인은 파라미터 숫자에 따라 달라지며 그림 25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스템에는 단극점 저항이 있는 
루프 게인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파워단의 출력 게인에 
대한 컨트롤은 극점을 갖는데, 이는 매우 낮은 주파수에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2Hz 아래에서 발생합니다. RZ 및 CZ에 의한 영점은 R3, 
RZ 및 CZ와 연관된 극점에 의해 생성되는 위상 지연(phase lag)을 
복원합니다. 영점은 극점보다 높은 주파수인 4Hz~10Hz 영역에 
배치됩니다. RF, CF에 의한 고주파수 극점은 시스템이 노이즈에 
응답하지 않고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게인 롤오프를 가지도록 
합니다. 결과 루프 게인 및 위상 선도는 그림 26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커패시터 CZ값은 저주파수에서 위상 지연을 줄이고 게인 슬로프를 
단극점 응답으로 복원하기 위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림 25.  모듈레이터 게인

그림 26.  PFC의 이론적인 루프 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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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루프 게인 측정 설정

루프 게인 측정 – 테스트 설정 및 부하 단계 응답 측정
HiperPFS를 사용하여 설계된 부스트 PFC와 같은 스위칭 파워 
컨버터의 컨트롤 루프 응답을 측정하려면 특수한 테스트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 설정에서는 네트워크 분석기를 사용하여 
피드백 루프에 신호를 주입하고 파워 서플라이의 출력에 표시되는 
신호의 진폭을 측정합니다. 주입 신호와 복귀 신호의 위상 변이는 
해당 진폭 차이와 함께 보데 선도로 표시되어 컨버터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 27에 표시된 테스트 설정을 
사용하여 보데 선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루프 게인 측정 – 절차
•	 이 테스트의 조정 가능한 DC 소스에서 PFC단에 공급합니다.
•	 그림에 표시된 대로 회로를 연결합니다. 피드백 분배 네트워

크의 상단부를 열고 100Ω, 2 W 저항을 그림과 같이 직렬로 삽
입합니다. 게인-위상 측정을 위해 루프에 주입되는 신호는 이 
저항으로 주입됩니다.

•	 노드 A 및 B(주입 저항의 양단부)는 고전압 x100 감쇠기 프로
브를 사용하여 주파수 응답 분석기의 채널 1 및 채널 2에 연결
됩니다. 두 프로브의 GND 리드는 그림과 같이 출력 복귀에 
연결됩니다.

•	 주입할 신호는 Venable Industries의 보데 상자 주입 트랜스포
머 모델 200-000을 사용하여 절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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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절차
1. 입력 전압을 150VDC로 조정하고 PFC 출력 전압이 레귤레이

션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출력 부하를 최대 정격 부하로 조정하고 입력 전압을 유니버

셜 입력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 100VDC, 230V 전용 파워 서플
라이어의 경우 200VDC로 낮춥니다.

3. 주파수 응답 분석기에서부터 신호를 주입합니다.
4. 주입된 신호가 PFC의 출력 전압 리플에 표시됩니다.
5. 주입 신호 주파수를 1~2Hz에서 90Hz로 변경하여 게인 위상 

선도를 그립니다.

루프 게인 측정 – 테스트 결과
그림 28에서는 위에 설명된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일반적인 
게인 위상 선도를 보여 줍니다. 이 게인-위상 선도는 60º를 초과하는 
정상 위상 마진을 보여 줍니다. 또한 시스템에 단극점 롤오프가 
있으며 부하 수준의 증가에 따라 게인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절차를 사용하여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정성은 그림 48a와 같이 부하 단계 응답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분배 네트워크는 출력 커패시터에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루프 단락 커패시터 CSN2는 항상 출력 다이오드 D9
의 캐소드와 HiperPFS 디바이스의 SOURCE 핀 사이에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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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C 디커플링 요건
최소 1µF의 낮은 ESR 디커플링 커패시터를 HiperPFS의 VCC와 G 
핀 사이에 연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VCC 핀은 HiperPFS의 내부 
컨트롤 회로뿐 아니라 고전압 MOSFET의 각 스위칭 전환 시 맥동 
전류를 발생시키는 MOSFET 드라이버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세라믹 커패시터가 가장 적절하며 스트레이 
인덕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면 장착형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VCC는 최소 10µF의 전해 커패시터 및 커패시터 
리드와 HiperPFS 핀 사이에 짧은 패턴을 사용하여 HiperPFS에 
물리적으로 가깝게 배치한 낮은 ESR 1µF 커패시터를 사용하여 
디커플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라믹 커패시터를 사용할 때는 
선택한 커패시터에 대한 유전체의 전압 계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유전체는 정격 전압을 적용할 경우 공칭값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커패시턴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림 28.  HiperPFS PFS714EG를 사용하는 347W PFC의 게인-위상 선도의 예

V 핀 및 FEEDBACK 핀 디커플링 커패시터 요건
HiperPFS의 FEEDBACK 핀 및 V 핀에 스위칭 노이즈가 쉽게 
커플링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작동을 유지하려면 10nF~20nF의 
세라믹 유전체 커패시터를 HiperPFS의 FEEDBACK 핀에서 GROUND 
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V 핀은 유니버셜 입력 부품의 경우 100nF 
커패시터, 하이 라인 전용 부품의 경우 47nF 커패시터를 사용하여 
디커플링해야 합니다. 또한 HiperPFS의 V 핀에서 G 핀까지 
커패시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입력 센싱 네트워크
입력 센싱 저항은 브리지 정류기 출력에서 HiperPFS의 V 핀으로 
연결됩니다. 하이 라인 전용 애플리케이션 혹은 유니버셜 입력 시 
입력 전압 범위의 상단부에서 작동하는 경우 이 저항의 전압 강하가 
350V 피크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 저항을 둘 이상의 저항으로 
나누어 여러 저항 간에 전압 스트레스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입력 
센싱 저항은 대부분의 유니버셜 입력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4MΩ, 
대부분의 230V 전용(180VAC~264VAC)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9MΩ
이어야 합니다. 메인 파워 루프의 높은 dv/dt 스위칭 파형으로 인한 
노이즈 주입을 방지하려면 이 저항은 HiperPFS의 V 핀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돌입 제한
제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으면 스타트 시 부스트 PFC의 입력 
전류가 상당히 클 수 있으며 심한 경우 100A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류는 출력 커패시터의 충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전류는 
출력 커패시터의 ESR과 같은 회로 부품의 기생 임피던스와 커먼 
모드 및 디퍼렌셜 모드 필터의 임피던스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이 
전류는 종종 회로 부품을 손상시켜 퓨즈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사양에서는 일반적으로 돌입 전류의 진폭을 제한하며 
적절한 제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이 전류를 안전 한계치 아래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돌입 전류를 제한하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NTC 써미스터를 
입력과 직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써미스터의 저항은 스타트 시 
돌입 전류를 제한하며 이후 급속한 저항 강하를 통해 시스템 효율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써미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림 30에 표시된 위치 TH1은 입력 전압이 낮은 
경우 입력 전류가 높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위치입니다. 이 때 
입력 전압이 특히 낮은 경우에는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지습니다. 
위치 TH2는 효율 저하는 덜하지만 스위치 오프 시 MOSFET 드레인 
소스 전압이 증가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써미스터가 TH1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고성능 PFC 회로에서는 일반적으로 릴레이를 
사용하여 스타트업 후 써미스터를 바이패스합니다. 이는 최고 
효율을 얻을 수 있고 입력이 스위치 오프되었다가 다시 스위치 
온되는 경우 써미스터가 저온 상태여서 돌입 전류를 제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배열에서는 써미스터를 바이패스 다이오드 D2와 직렬로 
사용합니다(그림 30). 이는 돌입 전류를 어느 정도 제한하지만 일부 
돌입 전류가 인덕터 및 PFC 출력 다이오드를 통해 흐르므로 위치 
TH1에 써미스터를 두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로에 써미스터를 배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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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설계 지침
부스트 PFC 회로는 고전압 스위치 모드 컨버터, 입력 센싱 네트워크로 
구성된 컨트롤 회로, 출력 전압 피드백 분배 네트워크 및 보정 요소의 
조합입니다. 입력 센싱 네트워크와 피드백 네트워크에서는 해당 
네트워크 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큰 저항 값을 사용합니다.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드백 회로와 입력 센싱 네트워크를 
고전압 및 고전류 노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피드백 네트워크 또는 입력 센싱 네트워크에 주입되는 노이즈는 
일반적으로 역률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과도한 노이즈 주입은 파형 
불안정성 또는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PI-6345-011811

Control Circuit

Power Circuit

그림 29.  PFC단의 전력 및 컨트롤 회로 레이아웃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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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 부품은 필터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모여 있어야 
합니다. 회로 기판의 EMI 필터 부품은 입력 회로와 마찬가지로 
드레인 노드, PFC의 출력 노드 또는 PC 인덕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필터 또는 디커플링 커패시터는 브리지 정류기 출력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 커패시터는 EMI 필터의 X커패시턴스 및 소스의 
디퍼렌셜 인덕턴스와 함께 입력 전류의 스위칭 주파수 전류 리플을 
감소시키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스위칭 주파수 전류 루프의 
루프 영역을 최소화하여 EMI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줍니다.

그림 31.  PCB 설계 규칙 위반으로 인한 파형 왜곡의 예

위: 입력 전류, 2A/div.
중간: 출력 전압, 100V/div.
아래: 입력 전압, 200V/div.

위: 입력 전류, 5A/div.
중간: 출력 전압, 100V/div.
아래: 입력 전압, 200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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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돌입 리미터를 배치할 수 있는 위치가 표시된 PFC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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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6344-011811

그림 32.  고주파수 루프의 낮은 루프 영역 라우팅

HiperPFS 드레인 노드, 출력 다이오드 노드 단자 및 PFC 인덕터 
간의 연결은 가능한 한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저손실 세라믹 유전체 커패시터는 PFC 출력 다이오드의 캐소드와 
HiperPFS의 소스 단자 사이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MOSFET의 스위치 오프 전환 시 루프 영역에 고주파 전류가 
흐르도록 하고, 다이오드 전류의 고주파수 맥동으로 인한 방사 
EMI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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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6343-011911

VCC Pin Decoupling
Capac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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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upling CapacitorV Pin Decoupling

Capacitor

V Pin Sense
Resistors

Shield
Trace

기판에 부품을 배치할 때 다른 부품을 배치하고 연결하기 전에 V 
핀, FEEDBACK 핀 및 VCC 핀 디커플링 커패시터를 HiperPFS에 
가까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레귤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패턴 임피던스의 효과를 최소화하려면 
출력 피드백을 출력 커패시터 양극(+) 단자에서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입력 센싱 저항의 상단부는 브리지 정류기 출력에 연결된 
고주파수 필터 커패시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림 33.  디커플링 커패시터 및 컨트롤 회로 부품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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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PFC와 세컨드 스테이지 컨버터로 구성된 시스템 파워 서플라이용 PCB 레이아웃의 예

PCB 설계 예

피해야 할 가장 일반적인 레이아웃 문제
부적절한 레이아웃은 성능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PCB 설계 변경이 
어려운 경우 개발 과정 마지막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 35~38을 사용하여 근본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PFC
Output

EMI FilterThermistor
Shorting RelayBridge

Rectifier

PFC
Inductor

HiperPFS

Second Stage
Converter

Input
Capacitor

(CIN)

PFC Output
Capacitor

PI-6238-012611

AC Input

Auxiliary Supply for PFC –  
from Standby Power Supply  

레이아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일반적인 레이아웃 
실수와 이를 피해야 하는 이유가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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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피드백 분배 네트워크 위치

참고: 피드백 분배 네트워크는 출력 커패시터에 가능한 한 가까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피드백 분배 네트워크를 출력측에 가깝게 연결하면 가능한 최상의 부하 
레귤레이션이 구현됩니다.

참고: 입력 센싱 저항 네트워크는 브리지 정류기 뒤의 필터 커패시터에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연결된 경우에는 V 핀 신호에 노이즈가 주입되어 작동 
전력이 제한되거나 브라운아웃 기준값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림 36.  입력 센싱 네트워크 저항 터미네이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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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선택한 피드백 분배 네트워크의 터미네이션 위치

✘ 잘못 선택한 입력 센싱 저항의 터미네이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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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iperPFS 핀의 디커플링 커패시터 및 피드백 네트워크의 낮은 저항은 내부 컨트롤러 그라운드인 G 핀으로만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핀은 SOURCE 핀에 
내부적으로 연결됩니다. G 핀과 S 핀은 외부적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림과 같이 연결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력 전류가 불규칙하고 부하 레귤레이션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참고: VCC 디커플링 커패시터는 G 핀과 가까이 터미네이션되어야 합니다. 이 커패시터를 G 핀에 연결하는 패턴이 피드백 회로에서 공유되는 경우에는 커먼 임피던스 
커플링으로 인해 피드백 신호에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하여 파형이 왜곡됩니다. 부적절한 디커플링은 브라운아웃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구성으로 인한 
파형 왜곡의 예는 그림 31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37.  피드백 네트워크의 신호 그라운드

그림 38.  VCC 디커플링 커패시터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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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CC의 잘못된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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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에서는 고주파수 스위칭 전류가 흐르는 부스트 컨버터단의 
일부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루프 부분은 그림의 두 개의 루프 
사이에서 공유됩니다. 공유되는 부분에는 작은 AC 전류 부품이 
있고, 강조 표시된 부분에는 큰 AC 전류 부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길이가 긴 경우 상당한 양의 전자파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PCB 설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길이를 짧게 유지하고 
그림 45에 표시된 두 루프의 루프 영역을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림 39에 맥동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39.  PFC 회로에서 맥동 전류가 흐르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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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멀 설계
eSIP 패키지는 로우 프로파일를 통해 컴팩트한 고밀도 PFC 설계를 
지원합니다. 특히 150W가 넘는 유니버셜 부품 설계 및 300W가 넘는 
230V 전용 설계에서는 HiperPFS 부품에 히트스프레더를 사용하여 
온도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HiperPFS eSIP의 뒷표면은 
MOSFET 드레인 연결단입니다. 이 패키지는 고전압 스위칭 노드 
역할을 하므로 히트싱크로부터 절연시켜야 합니다. Bergquist의 
Kapton-K10 절연체와 같은 열 저항이 낮은 실리콘 고무 절연체를 
히트스프레더와 히트싱크 사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히트스프레더는 사각형 모양의 알루미늄 또는 구리 조각입니다. 
물리적 크기는 히트싱크의 실제 크기 및 장착 배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크기가 클수록 열 저항이 낮습니다. 그림 40에 표시된 
어셈블리에서는 Kapton K-10 절연체와 너비가 16mm이고 높이가 
21mm인 0.76mm 두께의 알루미늄 히트스프레더를 사용합니다. 
이 어셈블리는 약 3.1ºC/W의 열 저항을 갖는 히트싱크에 정션을 
제공합니다.

히트스프레더와 HiperPFS 사이의 열 저항을 낮추고 열 전달 
효율을 높이려면 알루미늄 히트스프레더의 표면 마감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림 40.  150W 이상(유니버셜 입력) 및 300W 이상(230V 입력) 설계용 히트싱크 어셈블리의 예

그림 41. 히트싱크 어셈블리 –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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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perP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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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IBER WA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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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APTON SILPAD INSULATOR 

TO-247
9. HEAT SINK
10. FLAT WASHER
11. LOCK WASHER
12. N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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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히트싱크 어셈블리 – 전면도

그림 43.  히트싱크 어셈블리의 예 – 저전력 설계(150W 미만(유니버셜 입력) 및 300W 미만(230V 입력))

1. SCREW
2. EDGE CLIP
3. HiperPFS
4. KAPTON SILPAD 

INSULATOR
5. HEAT SINK 
6. FLAT WASHER
7. LOCK WASHER
8.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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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히트스프레더와 eSIP 사이의 써멀 임피던스를 낮게 유지하려면 
eSIP 패키지 뒷면에 적절한 열전도성 실리콘 그리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어셈블리의 써멀 임피던스는 eSIP 어셈블리에 가해진 체결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림 43에 표시된 것과 같은 금속 클립은 
25N의 장착력을 제공합니다. 20N~30N은 어셈블리의 총 열 저항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히트싱크는 회로기판에서 HiperPFS의 소스 단자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히트싱크가 전기적으로 소음이 없는 노드가 
되어 EMI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히트스프레더를 고전압 드레인 노드에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히트싱크를 
소스 단자에 전기적으로 연결한 경우에는 히트스프레더와 히트싱크 
사이에 출력 전압만큼 높은 전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높은 전압이 
흐르는 두 표면 사이에 충분한 연면거리 및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그림 40과 같이 숄더 와셔(shoulder washer)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한 
간격을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셈블리의 열 성능을 평가하려면 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온도계는 비접촉형이므로 온도 측정이 간단하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측정된 온도에 오차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기기에 측정 표면의 방사율을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측정 부위에 열전도성 에폭시로 접착된 열전대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열전대 정션의 물리적 
크기로 인해 측정 값이 약간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평평한 표면을 측정할 때 눈금이 10ºC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전대는 인접한 고전압 스위칭 회로의 노이즈 픽업으로 
인해 측정이 부정확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RTD(측온 저항체)를 사용하는 경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RTD 디바이스는 Arctic Silver® 와 같은 열전도율 높은 에폭시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의 측정 표면에 부착할 수 있는 평평한 표면이 
있는 패키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TD의 저항은 온도에 따라 
변경되므로 간단한 ohm 측정기 또는 저항 범위가 있는 다중 
측정기를 이 측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항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전류가 클수록 이 방법의 노이즈 민감도가 감소합니다.

EMI 컨트롤을 위한 설계 고려 사항
HiperPFS를 사용하여 설계된 부스트 컨버터는 스위칭 컨버터입니다. 
따라서 이 컨버터는 입력측에 EMI 필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도성 
EMI 및 방사 EMI에 대한 제한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X 커패시터가 
입력측에 연결된 단일 커먼 모드 필터(single stage common 
mode filter)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설계에서 전도성 EMI 제한을 
충족합니다. 커먼 모드 필터의 디퍼렌셜 인덕턴스는 X 커패시터와 
함께 입력 전류에서 로우 패스 필터를 구성하여 스위칭 주파수 
부품을 감소시킵니다. 이 감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일부 디자인에서는 
약간의 디퍼렌셜 인덕턴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HiperPFS의 드레인 노드 및 PFC 인덕터는 입력 EMI 필터에서 
멀리 떨어져 연결해야 합니다. 스위칭 노이즈가 입력 와이어에 
커플링된 경우에는 EMI 필터가 바이패스되므로 EMI 필터의 
효과가 절충됩니다. 

Power Integrations 애플리케이션 노트 AN-15 EMI 및 안전을 위한 
TOPSwitch 파워 서플라이 설계 기술과 애플리케이션 노트 AN-53 
액티브 PFC - 기본에서는 전도성 및 방사 EMI의 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EMI 필터 부품 선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MI 필터에 X 커패시터를 추가하면 스위칭 주파수 부품이 감소되고 
저주파수 전도성 EMI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과도한 X 커패시턴스는 
경부하 레벨에서 PF를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80 PLUS Bronze와 
같은 파워 서플라이 사양에서는 230VAC 및 50% 부하에서 입력 
역률을 0.9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EMI 필터에 사용될 수 
있는 X 커패시턴스의 양을 제한합니다.

그림 44.  히트싱크 어셈블리 – 저전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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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팅 히트싱크에 장착된 HiperPFS 부품은 대체로 불안정한 
PFC 작동과 방사 및 전도성 EMI 장애를 일으킵니다. 히트싱크는 
HiperPFS의 소스 단자에 연결해야 하며 가능한 한 소스 단자와 
가까워야 합니다.

PFC 인덕터의 권선은 V 필드 및 H 필드 간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FC 인덕터는 EMI 필터 부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소스측의 EMI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전도성 및 
방사 EMI를 필터링하려면 X 커패시터 및 인덕터와 같은 비싼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MI를 줄이려면 고주파수 
루프의 루프 영역 또는 상승 및 하강 시간이 가파른 전압이나 
전류가 흐르는 회로 부분을 가능한 한 짧게 유지하면 됩니다.

HiperPFS를 사용하여 설계된 부스트 PFC에는 그림 45에 표시된 
것과 같이 이러한 루프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루프는 입력 
커패시터 CIN, 인덕터 L1 및 MOSFET Q1 사이에서 완성됩니다. 두 
번째 루프는 입력 커패시터 CIN, 인덕터 L1, 출력 다이오드 D1 및 
출력 커패시터 C1 사이에서 완성됩니다. 이러한 루프의 루프 
영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MI의 가장 큰 원인은 이러한 루프 
부분에 맥동 전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MOSFET의 드레인 
노드에서는 마찬가지로 회로 커먼인 소스 단자와 관련된 고전압 
스위칭 파형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드레인 노드에 연결된 회로 
기판의 구리 패턴이 V 필드의 소스가 되며, 이러한 노드에 부품을 
연결하는 이 패턴의 길이를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루프는 그림 45와 같이 MOSFET가 켜지고 출력 다이오드 
D1의 역회복 전류가 MOSFET를 통해 흐를 때 발생합니다. 이 
전류는 해당 루프의 루프 영역이 작지 않은 경우 과도한 EMI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기 펄스입니다.

두 번째 루프의 루프 영역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PFC 출력 
다이오드 캐소드 단자와 MOSFET 소스 단자 사이에 낮은 ESR 
커패시터를 두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0nF 1kV 커패시터면 충분합니다. 적층형 
표면 장착 커패시터를 사용하면 기생 리드 인덕턴스가 급격히 
줄어들지만 이러한 커패시터는 매우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CB 조립 또는 처리 중에 쉽게 손상되거나 열 사이클링으로 인한 

기판의 불규칙한 확장 및 축소에 의해서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도포하지 않은 커패시터는 고전압이 처음 적용될 때 
성능 저하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키는 
표면 아크오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HiperPFS를 사용하여 설계된 부스트 PFC 출력에 루프 단축 
커패시터로서 고전압 표면 실장형 커패시터를 사용할지 리드타입
(leaded type) 커패시터를 사용할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낮은 ESR과 높은 리플 전류의 커패시터는 PFC 출력 필터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ESR 커패시터를 사용하면 PFC 
출력의 스위칭 리플이 낮으므로 PFC 출력단에서 커플링되는 EMI
가 감소합니다.

그림 46에서는 일반적인 EMI 필터의 예를 보여 줍니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는 일반적으로 단일 커먼 모드 인덕터면 충분합니다. 
인덕터 LDM1과 커패시터 CX3은 디퍼렌셜 로우 패스 필터를 구성합니다. 
인덕터 LDM1을 분할하고 이러한 인덕터 중 하나를 그림과 같이 돌입 
리미터와 직렬로 삽입하면 커먼 모드 EMI가 더욱 감소하는 추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커먼 모드 필터 인덕턴스는 일반적으로 8mH
가 넘으며, 보통 15mH~22mH 값을 유지합니다.

그림 45.  방사 및 전도성 EMI를 발생시키는 전류의 중요 루프

그림 46.  일반적인 커먼 모드 및 디퍼렌셜 모드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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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커패시턴스가 높으면 디퍼렌셜 노이즈가 감소하지만 과도한 X 
커패시턴스는 경부하 시 입력 역률을 저하시키므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HiperPFS는 가변 주파수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디바이스 
간에 작동 주파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장치의 EMI 파형 특성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HiperPFS를 사용하여 설계된 프로토타입의 
EMI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개발 중에 140kHz~30MHz에서 전도성 
EMI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40kHz~150kHz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전도성 노이즈가 발견된 경우 이 노이즈를 충분히 
감쇠시키도록 EMI 필터를 조정해야 합니다. 작동 주파수가 더 높은 
일부 장치에서 이 노이즈 신호가 전도성 EMI 적합성을 준수해야 
하는 150kHz~160kHz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MI 필터를 설계할 때는 EMI 필터에 감쇠 응답(damping reponse)
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류 파형에 감쇠 링잉을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효과는 EMI 측정 값과 일반적으로 50% 이하의 
부하에서 측정된 효율 및 PF의 예기치 않은 함침(di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규정 준수를 위한 설계
파워 서플라이는 일반적으로 번개와 같은 이벤트로 인해 발생하는 
서지 전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로 부품이 
고장나거나 기능이 손실되어서는 안 됩니다. IEC61000-4-5와 같은 
표준에는 소스 임피던스뿐만 아니라 회선 연결 전원 회로 및 
데이터 회선 연결 장비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반적인 최악의 과도 현상을 에뮬레이트하는 서지 전압 및 전류 
파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입력단 및 PFC 출력에 사용되는 EMI 필터 부품과 
커패시터는 이러한 이벤트 중에 파워 서플라이 부품에 적용되는 
전압 및 전류 스트레스를 제한합니다.

대체로 파워 서플라이 입력측에는 MOV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MOV는 입력 퓨즈 뒤에 배치되며 서지 이벤트 발생 시 파워 
서플라이 입력측의 전압을 클램핑합니다.

다음 확인 목록을 사용하여 설계가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FC 컨버터 목표 시장을 정의합니다.
•	 장비 클래스를 확인하여 CM(커먼 모드) 및 DM(디퍼렌셜 모드) 

서지 수준을 결정합니다.
•	 부스트 컨버터 프런트 엔드를 설계합니다. EMI 필터에 스파이크 

억제를 위한 적절한 누설 인덕턴스를 제공하는 CM 인덕터단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	 DM 서지가 1000V를 초과하는 경우 EMI 필터의 프런트 엔드에 
있는 AC 입력에 MOV를 포함해야 합니다.

•	 북미 115VAC 또는 유니버셜 입력의 경우 적절한 정격 서지 전
류 및 에너지 용량을 비롯하여 정상 작동 중 적절한 스탠드오
프 전압이 있는 MOV를 선택합니다. 

•	 MOV 선택 예: 클래스 3 장비에 설치된 북미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AC 입력에 연결된 디퍼렌셜 모드 보호용 MOV를 선택해
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DM 스파이크 에너지는 6.9J 미만이 됩니
다. 150VAC 연속 작동용 정격 디바이스는 115VAC 공칭 애플
리케이션에 적절한 스탠드오프 전압을 제공합니다. Littelfuse 
부품 번호 V150LA5는 MOV 수명 동안 누적된 스트라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마진과 함께 
25J 및 2500A 서지 내량을 제공합니다. 유니버셜 입력 설계의 
경우 V320LA10은 48J 및 2500A 서지 내량을 제공합니다.

•	 컨버터에 커먼 모드 및 디퍼렌셜 모드 서지 테스트를 둘 다 수
행하고 주요 부품의 전압 및 전류(필요한 경우)를 관찰하여 부
품의 SOA 동작을 확인합니다. 모든 전압 및 전류 최대값/최
소값이 각 X 및 Y 커패시터의 정격 사양 내에 속하는지 확인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더 높은 정격의 부품을 지정합니다.

•	 사용된 다이오드 브리지의 정격 서지 과도 전류를 확인합니다.
•	 브리지 정류기 뒤에 연결된 필름 커패시터의 전압 상승 시간

을 확인하고 선택한 부품에 대해 지정된 최대 dv/dt 내에 속하
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더 크거나 dv/dt 정격이 
더 높은 커패시터를 지정하거나 AC 입력과 직렬로 연결된 인
덕턴스를 증가시켜 돌입 서지 전류를 감소시킵니다.

•	 MOSFET 스위치 BV 정격이 스위칭 노드의 서지 전압보다 큰
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더 큰 전류 싱크에 맞게 벌
크 커패시터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TVS 다이오드로 드레인 
노드를 클램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중에 벌크 커패시터 정격 서지 전압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정격 서지 전압을 초과하는 경우 커패시턴스를 
증가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	 벌크 커패시터 서지 전압이 세컨드 스테이지 DC-DC 컨버터의 
BV 정격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최대 입력 전압에서 파워 온 돌입 전류를 수용하는 I2t 정격을 
갖춘 AC 입력 퓨즈를 선택합니다. 이는 연속 AC 입력 전류로 
평가되며 서지 I2t로 인해 차단되지 않습니다. 선간 MOV 오류 
시 퓨즈가 입력 전류를 차단하도록 과도 전류에 대한 내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상으로 큰 퓨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써미스터 선택/위치: 높은 수준의 디퍼렌셜 모드 서지가 필요
한 경우 써미스터를 출력 벌크 커패시터와 직렬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위치는 드레인 노드를 벌크 커패시터보다 
최대 수백 볼트 높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그림 30 참조). AC 
입력과 직렬로 연결된 써미스터는 입력 서지 중 설계 안정성을 
높여 줍니다.

입력 서지 또는 안전 테스트 중 파워 서플라이를 측정할 때 테스트 
장비가 갈바닉 절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테스트 프로브 
연결로 인해 서지 에너지의 대체 경로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테스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중의 발생 전압을 
초과하는 고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압 프로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권장 사항과 금지 사항

VCC 디커플링 커패시터의 위치
VCC 디커플링 커패시터가 IC와 가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VCC 
디커플링 커패시터가 IC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회로 섹션과의 추가 연결 지점에서 패턴이 태핑되면 커먼 임피던스 
커플링과 예상 못한 파형 왜곡이 발생합니다.

피드백 회로 부품의 접지
피드백 핀 디커플링 커패시터와 V 핀 디커플링 커패시터는 최소 
길이의 상호 연결 패턴으로 HiperPFS 옆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FEEDBACK 핀 또는 V 핀에 커플링된 노이즈를 필터링할 
때 이러한 커패시터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Rev. A 02/11

32

애플리케이션 노트

www.powerint.com  

AN-52

플로우팅 히트싱크의 효과 
HiperPFS가 조립된 히트싱크는 플로우팅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트싱크는 항상 PFS 소스 단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드레인 노드는 고전압 노드입니다. 이 노드는 스위칭 노드이므로 
히트싱크와 PFS 간의 커패시턴스로 인한 작은 변위 전류가 히트싱크와 
PFS 간의 커패시턴스를 통해 흐릅니다. 이 경우 플로우팅 히트싱크는 V 
필드 안테나가 되어 민감한 FEEDBACK 핀 및 V 핀에 노이즈를 
커플링하여 이러한 핀의 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권장 사항은 추가 파워 디바이스가 같은 히트싱크에 조립된 
경우에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족한 PF, 파형 비대칭 또는 간혹 파형 글리치로 
확인됩니다.

측정 기술

드레인 소스 – 전압 측정
MOSFET의 드레인 소스 전압을 측정할 때는 고전압 프로브를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브 끝을 제거하면 프로브 끝 주위에 은색 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링은 그라운드 퍼텐셜에 있으며, 최종 그라운드 
연결이 이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팽팽한 와이어로 그라운드 링을 
감은 다음 가능한 가장 짧은 와이어 길이로 HiperPFS의 소스 단자와 
드레인에 프로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덕터 – 드레인 전류 측정
DC 전류 프로브는 일반적으로 인덕터 전류 및 PFC의 입력 전류를 
측정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인덕터 전류를 측정할 때는 
브리지 정류기와 인덕터 사이에 프로브를 삽입해야 합니다. 인덕터의 
브리지 정류기 끝은 MOSFET 드레인 및 출력 다이오드에 연결된 
인덕터 끝에 비해 비교적 소음이 없는 노드입니다. 이는 프로브로의 
커먼 모드 노이즈 커플링을 최소화하여 측정 시 왜곡을 방지합니다.

MOSFET 턴 온 및 턴 오프 시 드레인 전류에 대해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인덕터 전류 파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레인 
노드와 출력 다이오드-인덕터 정션 간의 연결에 전류 프로브를 
삽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드레인 노드와 출력 다이오드-PFC 
인덕터 연결 사이에 전류 프로브를 삽입하려면 그림 47과 같이 이 
위치에 작은 와이어 루프를 삽입해야 합니다. 이 루프는 일부 
스트레이 인덕턴스를 발생시켜 턴 오프 시 MOSFET의 전압 
스파이크를 증가시킵니다.

무부하 전력 및 PF 측정
HiperPFS에는 PFC에 부하가 걸리지 않을 때 버스트 작동 모드로 
전환하는 EcoSmart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버스트 간의 타이밍은 
출력 커패시터의 크기에 따라 다르므로 설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 전력이 저주파수에서 진동할 때는 회로의 입력 
전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전력 
측정기에는 이러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긴 적분 간격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 모드가 있습니다. 에러 없는 측정을 수행하려면 
전력 측정기 모드를 신중하게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는 사용하는 AC 소스와 테스트 중인 
장비 사이에 LISN을 삽입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LISN 출력측에 
1µF X 커패시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전력 분석기는 테스트 중인 
장비 가까이 연결하여 상호 연결된 와이어의 전압 강화로 인해 측정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배열은 AC 소스와 PFC 
간의 임피던스 불일치로 인해 일반적으로 무부하 입력 전력 측정 
또는 경부하 시 PF 측정을 부정확하게 만드는 소스 전압 왜곡 또는 
발진과 같은 불필요한 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설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팁

보다 높은 인덕턴스로 PF 향상
PFC 인덕턴스의 크기는 비용과 필요한 성능(PF 및 입력 전류의 
THD)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부 설계에서는 입력  
PF가 50% 부하 시의 특정 값을 초과해야 합니다. 선택한 인덕터 
값이 필요한 PF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덕턴스 
값을 높여 PF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경부하 시 PF는 종종 EMI 필터의 과도한 X 커패시턴스로 인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인덕터 크기를 증가시키기 전에 X 커패시턴스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도성 EMI 측정에서 충분한 마진이 확인된 
경우에는 X 커패시턴스 크기를 줄여 경부하 시 PF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47.  전류 프로브 및 스코프 프로브 잭 삽입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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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AC 커플링된 출력 전압, 20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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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AC 커플링된 출력 전압, 20V/div.
아래: 입력 전압, 200V/div.

적절한 다이오드 선택
다이오드 선택은 전반적인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다이오드의 데이터 시트에 제공된 데이터를 기초로 다이오드 
성능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PFC 애플리케이션에는 일반적으로 
소프트 회복 특성을 갖춘 울트라패스트 다이오드가 가장 적합합니다. 

다이오드를 변경하면 효율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 측정 값을 기반으로 다이오드 선택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에는 비용 증가가 허용되는 
경우 SiC(실리콘 카바이드) 쇼트키 다이오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패스트 회복 다이오드 대신 실리콘 카바이드 
쇼트키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약 0.5%의 효율 향상이 가능합니다.

몇몇 울트라패스트 회복 다이오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 
시트의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역회복 파라미터는 종종 정격 전류보다 크게 낮은 전류 
레벨에서 지정됩니다. 이러한 다이오드는 주의해서 처리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성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Power Integrations의 Qspeed 다이오드를 포함하여 여러 
제조업체에서 PFC 애플리케이션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다이오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이오드는 QRR이 낮은 소프트 회복 특성을 
갖고 있으며 울트라패스트 다이오드와 SiC 다이오드 사이에 
속하는 수준의 효율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말 코어 인덕터 – 잠재적 이점
HiperPFS의 가변 주파수 아키텍처는 종래의 고정 주파수 아키텍처에 
비해 경부하 시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인덕턴스 값이 높을수록 
부하 수준이 낮아 PFC가 불연속 상태가 됩니다. 컨버터가 CCM 
모드에서 작동할 때는 PF 및 파형 THD 성능이 뛰어납니다.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높은 인덕턴스 값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센더스트, Kool-mu 및 MPP와 같은 분말 
코어는 DC 바이어스로 감소하는 투자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코어들은 경부하에서 더 높은 인덕턴스를 제공하는 인덕터에 
효과적으로 쓰이며, 보다 높은 부하 레벨에서는 DC 바이어스에 의해 
인덕턴스가 저하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경부하 레벨에서 PF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효율 향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써멀 설계 향상을 통한 부품 온도 저하
•	 인덕터에 마그넷 와이어 대신 리츠선 사용
•	 코어 손실이 낮은 코어 재료 사용. 철 분말 인덕터는 일반적으로 

효율을 저하시킴
•	 고성능 PFC 출력 다이오드 사용
•	 낮은 ESR 출력 커패시터 사용
•	 다음으로 높은 HiperPFS 부품 사용

그림 48.  파형 – PFC 응답에 대한 비선형 엠플리파이어의 영향 (a). PFC 응답에 대한 선형 엠플리파이어의 영향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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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절차 – 피드백 회로 확인
결함 있는 피드백 회로는 부적절한 피드백 전압을 발생시키고 
HiperPFS 또는 출력 커패시터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드백 회로의 결함으로 FEEDBACK 핀이 플로우팅하거나 
FEEDBACK 핀의 전압이 낮아진 경우 HiperPFS가 스위칭하지 
못하지만 고장나지는 않습니다. 
피드백 분배 네트워크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벤치 파워 서플라이를 PFC의 출력측에 연결하고 
해당 전압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외부 전압 소스가 정격 
PFC 출력 전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된 경우의 FEEDBACK 핀 
전압은 약 6V입니다. 이는 FEEDBACK 핀 저항 분배가 올바르게 
구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피드백 회로 
분배 네트워크에 실수가 있는 경우 스타트 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적 부하 응답을 사용하여 비선형 엠플리파이어 확인
피드백 네트워크의 일부인 비선형 엠플리파이어는 NPN 및 PNP 
트랜지스터 세트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트랜지스터는 정상 작동 
중에 도통되지 않는 방식으로 바이어스됩니다. 출력이 동적 부하 
변경으로 인해 언더슈트되거나 오버슈트되면 신속한 응답을 위해 
이러한 트랜지스터가 일시적으로 도통되어 피드백 핀 전압을 
신속하게 보정합니다. 그림 48b의 예에서는 PNP 트랜지스터가 
회로에서 제거된 경우의 성능 차이를 보여 줍니다. 단계적 부하 
응답은 트랜지스터의 작동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빠른 설계 체크리스트

어떤 파워 서플라이를 설계하든지 가장 나쁜 조건시 부품의 
정격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HiperPFS 설계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테스트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	 최대 드레인 전압 – 피크 VDS가 최저 입력 전압 및 최대 과부
하 출력 전력에서 530V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출력
이 최대 정격 부하 바로 위의 수준으로 과부하되거나 파워 서
플라이 출력 전압이 레귤레이션을 벗어나기 직전에 최대 과
부하 출력 전력이 발생합니다.

•	 최대 드레인 전류 – 최대 주변 온도, 최소 입력 전압 및 최 대 
출력 부하 상태에서 스타트업할 때 드레인 전류 파형이 인덕
터 포화될 징후가 있는지, 과도한 리딩 엣지 전류 스파이크의 
징후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HiperPFS는 220ns의 리딩 엣지 
블랭킹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온 사이클 (On-cycle)의 조기 종료
를 방지합니다. 220ns 블랭킹 시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드레인 
전류 파형의 리딩 엣지 전류 스파이크가 전류 제한 허용치 미
만인지 확인합니다.

•	 온도 확인 – 최대 출력 전력, 최소 입력 전압과 최대 주위 온
도 상태에서 HiperPFS, PFC 인덕터, 출력 다이오드 및 출력 
커패시터의 온도가 사양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데
이터 시트에 규정되어 있듯이 HiperPFS의 RDS(ON)이 제품마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온도 마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에는 110°C의 최대 패키지 온도가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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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애플리케이션 예제 

고효율, 347W, 380VDC 유니버셜 입력 PFC
그림 11에 표시된 회로는 HiperPFS 통합 PFC 컨트롤러 제품군에 
속한 PFS714EG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 설계는 
347W의 연속 출력 전력에 적합하며, 경부하부터 최대 부하까지 
높은 입력 역률 및 전체 효율을 유지하는 380VDC의 레귤레이션된 
공칭 출력 전압을 제공합니다.

퓨즈 F1은 회로를 보호하고 고장 시 AC 서플라이로부터 회로를 
절연합니다. 다이오드 브리지 BR1은 AC 입력을 정류합니다. 커패시터 
C3, C4, C5, C6 및 C19는 인덕터 L1, L2, L3 및 L4와 함께 커먼 모드 
및 디퍼렌셜 모드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EMI 필터를 구성합니다. 저항 
R1, R3 및 CAPZero, IC U2는 회로의 연결이 끊긴 경우 EMI 필터 
커패시터를 방전해야 합니다. CAPZero는 AC가 제거된 경우 이러한 
부품을 입력측에 연결(이 방법만 사용)하여 R1 및 R2의 정적 손실을 
방지합니다.

부스트 컨버터단은 인덕터 L5, 다이오드 정류기 D2 및 HiperPFS IC 
U1로 구성됩니다. 이 컨버터단은 부스트 컨버터로 작동하며 파워 
서플라이의 입력 전류를 컨트롤하는 동시에 출력 DC 전압을 
레귤레이션합니다. 다이오드 D1은 인덕터 L5를 바이패스하는 
동시에 출력 커패시터 C15를 충전하여 스타트업 시 출력 전압의 
공진 빌드업을 방지합니다. 써미스터 RT1은 스타트업 시 회로의 
돌입 입력 전류를 제한하고 L5의 포화를 방지합니다. 대부분의 
고성능 설계에서는 파워 서플라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릴레이를 
사용하여 스타트업 후 써미스터를 바이패스합니다. 따라서 고성능 
구성을 나타내는 효율 측정에서는 써미스터가 단락되어야 합니다. 
커패시터 C14 및 C21은 출력 회로의 루프 길이 및 영역을 줄여 각 
스위칭 시 U1 내 MOSFET의 소스 및 드레인에서 발생하는 EMI와 
전압의 오버슈트를 감소시킵니다.

PFS714EG IC는 작동하는 데에는 12V의 레귤레이션된 공급이 
필요하며 13.4V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항 R6, R16, R17, 제너 
다이오드 VR1 및 트랜지스터 Q3은 IC U1의 공급 전압이 12V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션트 레귤레이터를 구성합니다. 커패시터 
C8, C18 및 C20은 공급 전압을 필터링하고 IC U1의 안정적인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 디커플링을 제공합니다. 다이오드 D5는 
보조 입력이 역극성에 잘못 연결된 경우 U1의 파괴를 방지합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정류된 AC 입력 전압은 저항 R4, R5 및 R19를 
사용하는 IC U1에서 센싱됩니다. 커패시터 C12는 이 신호에서 모든 
노이즈를 필터링합니다.

저항 R9, R10, R11, R12, R13 및 R14로 구성된 분배 네트워크는 
출력 전압을 확장하고 IC U1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이오드 D4, 트랜지스터 Q1, Q2 및 저항 R12 및 R13으로 구성된 
회로는 PFC 회로의 응답 시간 향상을 통해 부하 과도 응답을 
향상시키는 비선형 피드백 회로를 구성합니다.

저항 R7, R8, R15 및 커패시터 C13, C17은 피드백 네트워크의 
루프 응답을 형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저항 R8과 커패시터 C13의 
조합은 저주파수 영점(zero)을 제공하고, 저항 R15와 커패시터 C13
은 저주파수 극점(pole)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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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PFS714EG를 사용하는 347W P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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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 고장 모드 분석 요약

디바이스 레벨 고장 모드 분석
그림 50에서는 각 핀의 오픈 회로 및 인접한 핀-핀 단락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디바이스 레벨의 장애 모드 분석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를통해 각각의 문제 발생시 안전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림 50.  디바이스 레벨 고장 모드 분석

피드백 네트워크 고장 모드 분석
표 4에서는 각 부품의 오픈 및 단락 회로 조건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피드백 네트워크 수준의 장애 모드 분석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를통해 각각의 문제 발생시 안전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림 18 참조]

열기 단락

R2/R3 피드백 신호 손실
Q2가 FEEDBACK 핀의 전압을 FBUV 아래로 끌어내림 -> IC OFF

분배 전압 감소, 출력 전압 감소

R4 피드백 신호 손실
Q2가 FEEDBACK 핀의 전압을 FBUV 아래로 끌어내림 -> IC OFF

분배 전압 감소, 출력 전압 감소

R5 피드백 신호 손실
Q2가 FEEDBACK 핀의 전압을 FBUV 아래로 끌어내림 -> IC OFF

분배 전압 감소, 출력 전압 감소
UV 기준값 빠르게 상승

R6 피드백 신호 손실, 피드백이 FBOV 초과 -> IC OFF 분배 전압 감소, 출력 전압 감소
UV 기준값 빠르게 상승

R7 피드백 신호 손실, 피드백이 FBOV 초과 -> IC OFF Q2가 FEEDBACK 핀의 전압을 FBOV 아래로 
끌어내림 -> IC OFF

R8 피드백 신호 손실
내부 IFB가 피드백 전압을 FBOV 아래로 끌어내림 -> IC OFF

루프 비활성화, 루프 가속 회로 손실

R9 루프 보정 없음, 불안정한 작동, 부적절한 역률 잘못된 루프 보정, 불안정한 작동, 부적절한 역률

R10 피드백 신호 손실
내부 IFB가 피드백 전압을 FBOV 아래로 끌어내림 -> IC OFF 

노이즈 민감도 증가, 불안정한 작동, 부적절한 역률

C2 소프트 스타트 손실, 스타트업 시 출력 오버슈트 증가 분배 전압 감소, B+ 감소

C4 루프 보정 없음, 불안정한 작동, 부적절한 역률 FEEDBACK 핀 전압이 FBUV보다 낮음 -> IC OFF

CFB 노이즈 민감도 증가, 불안정한 작동, 부적절한 역률 피드백 전압이 FBUV보다 낮음 -> IC OFF

C4 회로 작동에 영향 없음 OV/UV 루프 손실

Q1-E OV 루프 손실 Q1-B 단락: 피드백 전압이 FBUV보다 높음 -> IC OFF
Q1-C 단락: 피드백 전압이 FBUV보다 높음 -> IC OFF

Q1-B OV 루프 손실 Q1-C 단락: 피드백 전압이 FBUV보다 높음 -> IC OFF

Q1-C OV 루프 손실

Q2-E OV 루프 손실 Q2-B 단락: 루프 보정 없음
Q2-E 단락: 피드백 전압이 FBUV보다 낮음 -> IC OFF

Q2-B UV 루프 손실 Q2-C 단락: FEEDBACK 핀 전압이 FBUV보다 
낮음 -> IC OFF

Q2-C UV 루프 손실

표 4.  피드백 네트워크 고장 모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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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C 출력에 전압이 안나오는 경우
브리지 정류기 입력 단자에 AC 입력 전압이 없음

1. 브리지 정류기의 입력측 전압을 확인합니다.
2. 써미스터를 포함하여 EMI 필터단의 부품 및 

연결을 확인합니다.

입력 퓨즈가 열려 있음 1. 입력 퓨즈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스타트업 시 입력 퓨즈가 끊어지거나 HiperPFS가 
방폭되는 경우

파워단의 부품이 잘못 조립되었거나 손상되었음

1. 사용된 부품의 극성을 확인합니다(예: 브리지 
정류기 극성).

2. 부품 간의 상호 연결을 확인합니다. PFC 출력 
다이오드와 HiperPFS 드레인 단자 간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HiperPFS 드레인 단자가 회로 기판의 소스 
단자와 단락

1. PCB에서 납땜 브리지 및 단락 회로를 
확인합니다.

2. HiperPFS가 드레인 및 소스 단락으로 
손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PFC 출력 다이오드 D1 극성을 확인하고 
부품이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HiperPFS와 히트싱크가 절연이 안됨

1. 히트싱크 어셈블리를 확인합니다. 
2. 손상된 절연체를 확인합니다.
3. 히트싱크 어셈블리의 연면거리 또는 

공간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크가 
발생합니다.

퓨즈 정격 전류 부족
1. PIXls를 사용하여 퓨즈 정격을 확인합니다.
2. 정격 전류 및 정격 I2t가 충분한 퓨즈로 

교체합니다.

출력측에서 과부하 발생 1. 부하 전류를 확인합니다.

출력 전압이 400V를 초과했다가 천천히 감소하는 
경우

PFC가 켜질 때 부하가 간헐적으로 차단됨 1. AC 입력을 끄고 부하에 대한 연결을 확인합니다.

NPN 트랜지스터 Q1이 작동하지 않음

1. 트랜지스터 Q1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2. 다이오드 D3가 파괴되었거나 역극성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커패시터 C2가 열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력 전압이 지속적으로 공칭 정격 출력의 105% 
를 초과하는 경우

피드백 회로 부품 값이 잘못되었음 1. 피드백 회로에 사용된 부품 값을 확인합니다.

피드백 네트워크의 커패시터가 없거나 결함 발생
1. 결함 있는 커패시터를 교체하고 누락된 부품을 

설치합니다.

입력 전압 피크가 공칭 정격 VOUT보다 높음 1. PFC 입력 전압을 확인합니다.

정상 작동 중에 트랜지스터 Q2가 도통함
1. 피드백 회로에 사용된 부품 값을 확인합니다.
2. 트랜지스터 Q2가 잘못 연결되지 않았는지 또는 

결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PFC 출력 전압이 지속적으로 공칭 전압보다 낮은 
경우

분배 전압 네트워크에 단락된 저항 또는 잘못된 
값의 저항이 있음

1. R2/R3/R4/R5/R6/C2의 단락을 확인합니다. 
2. 입력 센싱 네트워크 저항 R1을 확인합니다.

HiperPFS 부품의 VCC가 지정된 한도보다 낮음
1. VCC 및 GROUND 핀의 전압이 10.2V보다 

높은지 확인합니다.

부록 C – 문제 해결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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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C가 스타트업되지 않는 경우

HiperPFS 핀이 회로 기판에 잘못 연결됨
1. 오픈되어 있거나 실수로 회로 기판의 인접한 

핀에 연결된 HiperPFS 핀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출력 커패시터 극성이 바뀌었음 1. 출력 커패시터의 극성을 확인합니다.

FEEDBACK 핀이 플로우팅되어 있음
1. 피드백 회로 부품 R2/R3/R4/R5/R6/R7/R8/R10

을 검사하고 올바른 부품 값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FEEDBACK 핀의 전압이 낮음

1. 피드백 회로 부품 R7, C4 및 CVCC가 단락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PNP 트랜지스터 Q2 베이스, 이미터 및 콜렉터 
단자가 핀 사이에서 단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FEEDBACK 핀의 전압이 높음
1. NPN 트랜지스터 Q1의 콜렉터, 베이스 및 이미터 

사이에서 단락을 확인합니다.

V 핀 전류가 IUV보다 낮음
1. 입력 센싱 저항 R1의 값과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과도 부하 중 VOUT 전압이 40V 이상 언더슈트되는 
경우

PNP 트랜지스터 Q2가 작동하지 않음

1. Q2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2. Q2가 불량인지 확인합니다.
3. AN-52에서 파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여 Q2의 바이어스를 확인합니다.

스타트업 또는 과도 부하 중에 출력 전압이 
과도하게 오버슈트/언더슈트되는 경우

트랜지스터 Q1과 Q2가 둘 다 작동하지 않음
1. 저항 R8이 단락되었는지 또는 잘못된 값이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2. 저항 R5 및 R6의 값을 확인합니다.

루프 보정이 손실되었음
1. 부품 R8, R9 및 커패시터 C4의 값을 

확인합니다.

작동이 불안정하고 그리고/또는 입력 역률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피드백 보정이 잘못되었음
1. 부품 R8, R9, R10, C4 및 CFB의 부품 값을 

확인합니다.

피드백 회로에 노이즈가 유입되었음

1. 데이터 시트 권장 사항에 따라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2. 디커플링 커패시터의 배치를 확인합니다.
3. 그라운드 루프의 PCB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V 핀 신호에 노이즈가 유입되었음

1. 데이터 시트 권장 사항에 따라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2. V 핀 디커플링 커패시터의 배치를 확인합니다.
3. PCB에서 그라운드 루프의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플로우팅 히트싱크로 인해 노이즈가 유입되었음
1. 히트싱크를 가능한 한 가장 짧은 패턴으로 소스 

단자 가까이 연결합니다.

사용된 PFC 인덕터의 크기가 작음 1. 사용된 인덕터 L1 값을 확인합니다.

브리지 정류기 디커플링 커패시터의 크기가 작음
1. 이 커패시터(CIN)의 고주파수 리플을 제한하는 

올바른 값과 낮은 ESR/ESL 커패시터를 
선택합니다.

사용된 EMI 필터단 부품이 잘못되었음
1. 부적절한 디퍼렌셜 모드 필터 또는 필터 

공진으로 인해 불안정합니다. 입력 전류 
파형에서 공진의 징후를 확인합니다.

과도한 VCC 핀의 전압 리플

1. VCC 핀 디커플링 커패시터 및 필터 커패시터 
값과 회로 기판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2. 선형 레귤레이터(사용된 경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3. VCC에서 고주파수 스위치 노이즈를 감소시킵니다.

HiperPFS 부품이 브라운인되지 않는 경우 과도한 VCC 핀의 노이즈

1. VCC 핀 디커플링 커패시터 및 필터 커패시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선형 레귤레이터(사용된 경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3. VCC에서 고주파수 스위치 노이즈를 감소시킵니다.
4. 디커플링 커패시터의 접지 불량을 일으키는 

레이아웃 에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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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증상 문제의 가능한 원인 문제의 해결 방법

스타트업 중 VDS에서 HiperPFS의 고장을 일으킬 
정도로 큰 공진 전압 링잉이 발생한 경우

바이패스 다이오드 D2가 작동하지 않거나 없음
1. 바이패스 다이오드 D2를 적절한 정격 전류의 

다이오드로 교체합니다.

잘못된 전압 레벨에서 브라운인/브라운아웃된 
경우

입력 센싱 저항 값이 잘못되었음

1. 입력 센싱 네트워크 저항 R1 값을 확인합니다 
(권장값: 유니버셜 입력 부품의 경우 4MΩ, 
230VAC 전용 부품의 9MΩ. 허용 오차가 1%인 
부품 권장).

참고: 레퍼런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4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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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유의 자산입니다. © 2011, Power Integrations, Inc.

Power Integrations 전 세계 판매 지원 지역

본사
5245 Hellyer Avenue
San Jose, CA 95138, USA.
본사 전화: +1-408-414-9200
고객 서비스:
전화: +1-408-414-9665
팩스: +1-408-414-9765
전자 메일:  
usasales@powerint.com

중국(상하이)
Room 1601/1610, Tower 1
Kerry Everbright City
No. 218 Tianmu Road West
Shanghai, P.R.C. 200070
전화: +86-21-6354-6323
팩스: +86-21-6354-6325
전자 메일: 
chinasales@powerint.com

중국(센젠)
Rm A, B & C 4th Floor, Block C,
Electronics Science and  
Technology Bldg., 2070
Shennan Zhong Rd,
Shenzhen, Guangdong,  
China, 518031
전화: +86-755-8379-3243
팩스: +86-755-8379-5828
전자 메일:  
chinasales@powerint.com

독일
Rueckertstrasse 3
D-80336, Munich
Germany
전화: +49-89-5527-3910
팩스: +49-89-5527-3920
전자 메일:  
eurosales@powerint.com

인도
#1, 14th Main Road
Vasanthanagar
Bangalore-560052 India
전화: +91-80-4113-8020
팩스: +91-80-4113-8023
전자 메일:  
indiasales@powerint.com

이탈리아
Via De Amicis 2
20091 Bresso MI
Italy
전화: +39-028-928-6000
팩스: +39-028-928-6009
전자 메일:  
eurosales@powerint.com

일본
Kosei Dai-3 Bldg.  
2-12-11, Shin-Yokomana, 
Kohoku-ku 
Yokohama-shi Kanagwan 
222-0033 Japan
전화: +81-45-471-1021
팩스: +81-45-471-3717
전자 메일:  
japansales@powerint.com

한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도심 공항 터미널 빌딩 159-6
6층 RM 602, 우편번호: 135-728
전화: +82-2-2016-6610
팩스: +82-2-2016-6630
전자 메일:  
koreasales@powerint.com

싱가포르
51 Newton Road
#19-01/05 Goldhill Plaza
Singapore, 308900
전화: +65-6358-2160
팩스: +65-6358-2015
전자 메일:  
singaporesales@powerint.com

대만
5F, No.  318, Nei Hu Rd., Sec. 1
Nei Hu Dist.
Taipei, Taiwan 114, R.O.C.
전화: +886-2-2659-4570
팩스: +886-2-2659-4550
전자 메일:  
taiwansales@powerint.com

유럽
1st Floor, St. James’s House
East Street, Farnham
Surrey GU9 7TJ
영국
전화: +44 (0) 1252-730-141
팩스: +44 (0) 1252-727-689
전자 메일:  
eurosales@powerint.com

애플리케이션 문의 전화
전 세계 통합 번호  
+1-408-414-9660

애플리케이션 문의 팩스
전 세계 통합 번호  
+1-408-414-97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