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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진동에 의하여 수명이 짧은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조명기구를 체하기 하여 선박

용 LED 조명등 구동회로를 설계  구 하 다. 구동회로는 부피를 이고 비용을 감하기 하여 변압기가 

없는 스 칭 회로로 설계되었다. 스 칭 회로는 입력 교류 압 220 V에 PWM 제어를 함으로써 안정 으로 

LED를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스 칭 회로의 펄스성 류에 하여 Valley-fill 방식의 역률 보상회로

를 채용함으로써 역률를 개선하 다. 장기간 운항하는 선박에서의 조명등 교체 주기를 여 리를 효율 으

로 할 수 있도록 직병렬 배열로 LED 모듈 회로를 설계하여 LED의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LED 모듈이 조명등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개발한 구동회로를 포함한 조명기구는 력소모와 역률이 각각 39 W, 0.925 로 

선박 조명에 합함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driver circuit of LED lights for ships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replace conventional lights with filament 

which have short life time due to vibration of ships. The driver of LED module is switching circuit without transformer to reduce 

volume and cost. As switch circuit controls input 220 VAC with PWM, LED module is reliably driven. Power factor is improved 

by using valley-fill PFC compensation circuit which is handled to pulse current of switching circuit. Serial-parallel LED circuit is 

applied to reduce change period of lights of long-term navigation ships. Array of serial-parallel can operate even if some of LEDs 

is damaged. It is suitable for ships that power consumption and power factor of lights including developed drive circuit have 

39Watt and 0.92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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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LED 소자와 패키징 기술이 발 하면서 고출

력, 고효율 LED가 개발되어 LED를 사용한 조명은 기

존의 조명 장치에 비하여 효율이 뛰어나다. 한 긴 

수명을 가지게 되어 에 지 감효과와 경제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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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차 으로 기존의 조명을 체해 나갈 것으로 기

된다[1-5]. LED를 원으로 이용하는 응용제품은 

디스 이, 농업, 원 , 의료장비, 자동차, 선박 등의 

다양한 분야에 하여 개발되고 있다. 한 기존의 조

명 장치에 응하는 휘도 특성이 있어 조명 원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LED 조명기구는 원공 회로, 구동회로 그리고 

LED 모듈로 구성된다. 모듈의 효율과 수명에 향을 

주고 다양한 기능성을 부가하기 해서는 구동회로의 

설계가 요하다. LED 조명기구의 구동회로의 설계 

요소는 동작 LED 개수, 인가 압의 형태, LED 배열

회로 구조, 동작제어 방식, 온도  역률 보상 등의 

요소가 있다.

교류 압 220 V를 이용하여 LED를 구동하기 

해서는 교류 압을 낮은 직류 압으로 바꾸어주는 

AC-DC 변환기 등이 필요하다[6]. 낮은 직류 압으

로 변환하기 하여 변압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비용이 추가 으로 발

생하게 된다. 단순히 수동소자만을 이용하여 LED를 

구동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간단하면서

도 교류 원을 이용한 LED를 구동할 수 있는 회로

가 제안되기도 하 다[7]. 그러나 능동소자를 사용하

지 않고 수동소자만으로 교류 원으로 LED를 구동

하는 장 이 있지만, 직렬 항을 통하여 류가 흐르

게 되므로 불필요한 력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8]. 손실  고효율의 성능을 가지면서 입

력 류에 한 고조 특성이 양호한 커패시터 수동

소자만을 이용한 교류 원 LED 구동회로[3]가 제안

되기도 하 다.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백열 구  형 등은 선박의 

진동으로 인하여 수명이 짧기 때문에 조명등의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있다. 장거리를 운항하는 형 선박

은 백열등, 형 등 그리고 고휘도(HID) 조명등을 사용

하는 250 여종의 조명기구가 사용되고 있다. 조명등 

교체를 하여 다양한 조명등을 유지 보수를 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용 

LED 조명장치를 개발 체함으로써 조명등의 수명 

연장, 유지  교체 비용을 감하고자 한다. 선박용

에 합하도록 부피와 무게를 이기 하여 변압기

가 없는 구동회로와 역률 보상회로를 설계  구 하

다. 220 V의 교류 원에 하여 변압기 없는 구동

회로를 설계함으로써 가의 구 이 가능하다. 스 칭 

귤 이터(switching regulator) 구동회로를 설계함으

로써 입력 압의 변동에 출력 압의 변동이 거의 없

도록 한다. 커패시터 입력형의 정류회로는 사용 원

의 피크치 부근의 짧은 기간 동안만 정류기가 도통하

여 폭이 좁은 펄스성 류 형을 발생하게 되어 배

선에서 동 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입력 역률이 

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valley-fill 회로를 채용하여 

역률을 개선한다. 그리고,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

동과 열에 의하여 개별 LED가 손상되더라도 LED 모

듈이 조명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병렬 배열

의 LED 회로를 채용하여 조명기구로써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값과 구 된 회로의 출

력이 일치함을 보인다.

Ⅱ. 본 론

2.1 LED 구동회로

LED 구동회로에는  선형 방식(linear regulator)과 

스 칭 방식(switch mode conversion)이 있다. 선형 

방식은 입력 압보다 낮은 LED 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회로가 단순하고 구  비용이 

은 방식이지만 압강하 폭이 크다. 한 류량이 

높으면 무효 력이 증가하고 발열이 많은 결 이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이 75∼95 % 정도로 

우수하고 역률 측면에서 유리한 스 칭 방식의 구동

회로를 채용하여 구동회로를 설계한다.

그림 1은 변압기가 없는 LED 구동회로를 보여

다. LED로 흐르는 류는 센서 항 R6 에 걸리는 

압에 의하여 조 된다.

식 (1)과 같은 경우에는 250 mV의 기  압보다 

R6 에 걸리는 압이 높으면 Q1 트랜지스터는 차단 

상태가 된다. 즉, ≤     이면, 

즉, R1 에 걸리는   와   류에 의한 압이 

250 mV 보다 크다면, Q1 트랜지스터는 차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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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변압기 없는 LED 구동회로
Fig. 1 Transformerless LED driver circuit

동작 주 수는 R5(Ω)를 조 함으로써 식 (2)와 

같이 ∼300 kHz의 범 에서 결정할 수 있다.

sec 


(2)

R5(Ω)는 일반 으로 Ω과 Ω  사이에서 

결정되며, 스 칭 주 수를 낮게 하면 스 칭 손실을 

여 효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

Non-isolate Buck 회로는 2 가지 동작 모드를 갖는

다. 연속과 불연속 도모드(continuous and disco-

ntinuous conducting modes)이다. 요구되는 인덕트 값

은 식 (3)과 같이 희망하는 첨두 LED 리  류

(peak-peak LED ripple current)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 으로 공칭(nominal) LED 류의 30 % 이다.

 ×

 ×
(3)

여기서는 듀티 사이클(duty cycle)이며 는 식 

(3)에서 주어진 의 역수로 주어지는 동작 주 수이

다. LED 류는 PWM 듀티 사이클에 비례하므로 이

를 조 함으로써 조명 출력을 0에서 100 % 사이에서 

조 할 수 있다. 보다 높은 LED 류가 필요하다면 

보다 작은 센서 항 R6을 사용하면 된다.

역률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림 2와 같이 회로에 

간단한 역률 보상 회로를 추가 할 수 있다. 그림 2는 

D1∼D3로 구성된 3 개의 류 환 다이오드와 C1, 

C2의 2 개의 커패시터로 구성된 역률 개선을 한 

valley-fill 회로를 보여 다. 이 회로는 기존의 회로 

나머지 부분에 한 향을 최소화 하면서 류의 고

조  왜곡(line current harmonic distortion)을 개선함

으로써 0.86 이상의 역률을 구 할 수 있다. 정류 회

로로 부터의 입력이 첨두치의 50 % 이상일 경우 D2 

다이오드를 통하여 C1, C2 커패시터가 직렬 연결되어 

충 이 이루어진다.  상용 220 V 원의 경우 첨두치

는 ×  이며 약   이상인 경우 충

이 이루어진다. 라인 입력이 이 압 이하로 떨어지

는 경우에는 C1, C2 두 커패시터는 D1, D3 다이오드

에 의하여 병렬로 연결되어 buck converter의 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때 사용되

는 커패시터의 용량은 압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용

량을 상회하는 크기로 결정되어야 한다.

+C1

+ C2

D3

1
2

D1

1
2

D2

1
2

R3

From Rectifier To LED Driver

그림 2. 역률 개선을 한 회로
Fig. 2 Power factor improvement circuit

2.2. LED 모듈 배열 회로

LED 소자는 Bulb 형태와 Hiflux 형태가 있으며, 

Bulb 형태로 LED 조명을 제작할 경우 형 등 형태로 

된 가로형 LED 조명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Hiflux 형

태로 제작할 경우 백열등 형태의 LED 조명으로 제작

이 가능하다.

10 W 이상의 용량의 조명을 구 하기 해서는 

다수의 LED를 배열을 형태로 구 하게 된다. 이러한 

다수의 LED 배열은 원공  회로와 연결되어 구동

압  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LED 조명의 

신뢰도와 효율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되므로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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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다수의 LED를 

연결하는 배열의 형태는 크게 직렬배열, 병렬배열, 직

병렬배열로 구분 할 수 있다. 직렬 배열의 경우 구동

압이 높지만 각 LED의 류는 동일하게 된다. 그러

나 구조상 배열의 LED  하나라도 불량이 발생하거

나 소자의 손상이 있는 경우 체 조명이 불가능해지

는 단 이 있다. 따라서 개별 LED의 출력  생상

의 변화를 최소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응용 분야에 

주로 용된다. 반면 병렬배열은 동일한 수의 LED를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 낮은 구동 압으로 사용이 가

능하다. 하지만 구동을 한 체 류의 크기가 증가

하게 되고 라인별로 LED은 기  특성에 한 편차

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균일한 출력  색

상을 기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

여 그림 3과 같이 직병렬 배열을 사용하 다. 

D1
LED

D2
LED

D3
LED

D4
LED

D5
LED

D6
LED

D7
LED

D8
LED

D9
LED

D10
LED

D11
LED

D12
LED

직직 60개/병직 4개=전전LED 240개

전전 198V

LED 요요전요 3.2V

D121
LED

D122
LED

D123
LED

D124
LED

D125
LED

D126
LED

D127
LED

D128
LED

D129
LED

D130
LED

D131
LED

D132
LED

D61
LED

D62
LED

D63
LED

D181
LED

D182
LED

D64
LED

Line23

D183
LED

D65
LED

D184
LED

D66
LED

D185
LED

D67
LED

D186
LED

D68
LED

D187
LED

D188
LED

D69
LED

D70
LED

D189
LED

D71
LED

D72
LED

D190
LED

D191
LED

D192
LED

Line23

VCC
Line 1

Line 2

Line 3

Line 4

그림 3. LED 모듈 배열 회로
Fig. 3 LED module array circuit

직병렬 배열은 PCB 설계 시 많은 배선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개별 LED의  불량 는 손상에 

해 출력의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조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4 개의 병렬 구조를 채용한 직병렬 연결을 사용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압강하를 최소화 하도록 

하 다. 직렬 구조는 60개를 사용하여 체 LED에 

190∼210 V내외의 압이 인가되도록 하 다.

Ⅲ. 실험  결과검토

그림 4는 시제품으로 설계  구 된 변압기 없는 

LED 구동회로이다. 스 칭 회로와 역률 보상회로를 

포함하고 변압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부피가 상당

히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상용 원을 인가

한 경우 LED에 인가되는 압 형을 보여 다.

그림 4. 구 된 변압기 없는 LED 구동부
Fig. 4 Implemented transformerless LED driver

그림 5의 (a)에서 1번 채 은 정류된 입력 형을 

보여주며 2번 채 은 LED 양단 압을 보여 다. 그

림 5에서 LED에 흐르는 류가 PWM 제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의 (b)에서는 동작 주

수의 확인을 하여 스 일을 조 한 형을 보여

다. 실험에 사용된 R5는 으로 식(2)에서 계산한 

sec  sec이며, 실험에서 측정된 값이 설

계치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구 된 LED 구동회로는 220 V 교류 상용 원에 

용하 으며, 4 개의 병렬 배열을 가지고 각 병렬 라

인은 60 개의 직렬 LED로 구성된 직병렬 배열을 가

지는 LED 배열의 구동을 하여 용되었다. LED 

발 부는 192 V / 240 mA의 특성을 가지며, 력과 

역률은 각각 39 W와 0.925로 측정되었다. 구 된 조

명의 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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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LED 양단의 압 형 (a) 5 msec (b) 5 sec
Fig. 5 Waveform of LED voltage (a) 5 msec (b) 5 

usec

표 1. 학  특성 측정 결과
Table 1. Measurement result of optical characteristics

시험항목 단 시험결과

상 색온도 K 7970

연색지수 - 71

선속 lm 3330

효율 lm/W 62.8

Ⅳ. 결 론

필라멘트를 가진 기존의 조명등은 선박의 진동에 

의하여 수명이 짧아 유지 보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진동에 의한 향이 없는 

LED 조명기구의 구동 드라이버 회로를 설계  구

하 다. 변압기 없는 스 칭 귤 이터를 포함하는 

LED 구동회로를 채용함으로써 무게와 부피를 임으

로써 보다 효과 으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펄스형 류에 의한 역률 하를 개선하 다. 그

리고, 직병렬 배열로 LED 회로를 설계함으로써 조명

등에서 일부의 LED가 손상되더라도 조명등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 선박이 장기간 운항을 

하는 동안에 조명등의 유지 보수를 편리하게 한다.    

개발한 LED 조명기구의 력은 39 W이며 역률은 

0.925로 선박에 합한 특성을 가진다. 개발한 LED 

구동부를 개선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 할 수 있는 구

동회로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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