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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propose a low voltage stress and cost-effective light emitting diode (LED) driver capable of

multi-channel current balancing. Conventional LED drivers require as many boost converters as the number of

LED channels, whereas the proposed LED driver requires only one buck converter and several balancing

capacitors instead of several expensive boost converters. Additionally, while the components of the boost

converter have high voltage stress and depend on the LED driving voltage, components of the proposed driver

have about one-half of the voltage stress across all components. The proposed driver exhibits high reliability

and cost effectiveness because it only uses few DC blocking capacitors with no additional active devices to

balance the current of multi-channel LEDs. The proposed driver exhibits high reliability and cost effectiveness.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driver is confirmed through a theoretical analysis. An explanation of the design

considerations and experimental results were obtained using a prototype applicable to a 46” LE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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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

디스플레이 전자 장치들에 대한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액정 디스플레이 (Liquid

Crystal Display : LCD) TV는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다. LCD TV는 낮은 소모 전력 및 초 슬림화 그

리고 우수한 명암비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확고한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1]-[2]

LCD는 비(非)자발광 디스플

레이로서, LCD 전 영역에 걸쳐 균일한 밝기의 빛을 공

급하는 백라이트 유닛 (Backlight Unit : BLU)의 사용

이 필수적이다. 현재 LCD TV의 경우 백라이트 광원으

로 냉음극형광램프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 :

CCFL) 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3]-[7] 하지만 CCFL은 슬

림화 및 고화질화에 한계가 있고 특히 수은 (Hg)의 사

용 및 권한을 제한하는 환경규제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RoHS) 와 소비전력 등의 문제

로 인해 최근에는 그림 1과 같이 전력 소모 및 수명, 친

환경성, 고화질 등에서 큰 장점을 가진 발광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 LED) BLU가 빠르게 CCFL을

대체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LED TV는 충분한 휘

도 구현을 위해 직, 병렬로 채널을 구성하는 다 채널

(Multi channel) LED를 일반적으로 채택한다. 다 채널

LED 구동에서는 각 LED의 특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균

일하고 충분한 휘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각각의 LED는 전류 및 온도, p-n 접합, 시간 변화 및

각 배열의 특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

에 동일한 구동 전압에서도 LED 전류의 변화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LED 어레이는 개별적으로 정전류

제어를 해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별로 정전류

제어를 하기 위하여 각 채널마다 비 절연형 부스트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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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ED HV V V= - (3)

  _ _ sec_ 1 1pri P LM P P LEDn i i i I× < - >=< >= (4)

  _ _ sec_ 1 2pri N LM N N LEDn i i i I× < - >=< >= (5)

  _ _ sec_ 1 2pri N LM N N LEDn i i i I× < - >=< >= (6)

            1 2=LED LEDI I (7)

Fig. 6. Key waveforms of the proposed LED driver at

dimming operation.

즉, FVS인 VH의 전압은 LED의 Vf보다 낮게 설정하

여 벅 컨버터의 출력인 Vb가 0일 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Vb가 VLED-VH 이상의 전압을 가질 때는

LED에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벅 컨버터는

LED 전압을 전부 레귤레이션하지 않고, VLED-VH의 전

압만 레귤레이션해도 LED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 기존

방식의 벅 컨버터의 경우 입력 전압은 VLED보다 높아야

하므로 벅 컨버터의 스위치 및 다이오드의 전압 스트레

스가 매우 크다. 반면에 제안된 방식의 경우는 벅 컨버

터의 출력으로 식 (3)의 전압이 출력된다.

출력 전압이 VLED-VH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부가적으

로 입력 전압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벅 컨버터의 최대

소자 스트레스는 입력 전압인 VL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

존의 벅 컨버터에 비해 FVS를 얹은 제안 회로는 스위

치 및 다이오드의 전압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감소시

킬 수 있다. 전압 레벨 파형은 그림 5에 파형을 도시하

여 표시하였다. 그림 6은 제안된 LED 구동회로가 휘도

를 조절하기 위한 디밍 동작시의 동작 파형을 도시한

그림이다. FVS를 이용한 제안 구동회로가 디밍 동작에

도 정상동작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써 제안 구동회

로는 FVS인 VH를 생성하여 줌으로써 벅 컨버터가 감당

하여야 하였던 출력 전압을 대폭 감소 시켜주어 컨버터

의 스위치 및 다이오드의 전압 스트레스가 대폭 감소되

는 장점을 가진다.

3.2 Current Equalizer

그림 7은 제안된 다 채널 LED 구동을 위한 Current

Equalizer (CE)를 나타낸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2 채

널 LED 드라이버를 도시 하였고, LLC 컨버터의 마스터

출력과 FVS 회로를 제외하였다. 그림에서 확인 가능하

듯이 제안된 CE는 LED 2채널을 구동하기 위해 1개의

트랜스포머, 1개의 캐패시터 그리고 4개의 다이오드로

구성된다.[14]-[15] 제안된 CE의 전류 밸런스 원리는 다음

과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 M2 스위치가 턴-온 되고 M1

Fig. 7. Current equalizer and its operation principles.

스위치가 턴-오프 되어있는 구간으로써 트랜스포머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ipri_P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모든 트

랜스포머의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하고 식 (4)를

따른다.

여기서 < ● > 는 “●”의 평균값이고, n은 트랜스포머

의 권선 비 이다.

마찬가지로 M1 스위치가 턴-온 되고 M2 스위치가 턴-

오프 되어있을 때 트랜스포머의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는 ipri_N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머

의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하고 식 (5)를 따른다.

DC 블록킹 캐패시터(CB)가 트랜스포머의 2차 측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의 2차 측 전

류의 DC 오프셋은 제거가 가능하다. 즉, 트랜스포머의 2

차 측에 흐르는 평균 전류는 캐패시터의 전하 평형 법

칙에 의해 아래의 식 (6)과 같이 서로 같게 된다.

결론적으로 앞서 구한 식 (4), (5) 그리고 (6)에 의해

LED 전류는 정확하게 식 (7)과 같이 전류 평형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LED 드라이버는 트랜스포머 및 캐패

시터와 같은 수동소자만을 사용하여 각 LED 채널 간의

전류 평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 게다가 오직 1개의 LED

채널의 전류를 정밀 제어 하는 것만으로 모든 LED 채

널의 전류의 전류 평형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LED 드라이버는 CE를 사용함으로써 오직 1개의 LED

채널만을 정밀제어하게 되면 동시에 모든 LED 채널의

전류 평형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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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와 그림 12에 나타낸 결과들은 제안된 LED 구

동회로로 나타낸 결과로써 오직 수동 소자만을 사용하

기 때문에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종래에 LED 드라이

버로 사용되고 있는 부스트 컨버터와 동일하고 양호한

제어 및 전류 평형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3은 각 소자들의 전압 스트레스와 사용된 개수

에 관점에서 기존 및 제안 LED 구동회로를 비교하는

표이다. 제안된 LED 구동회로는 전류 제어 및 전류 평

형을 위하여 별도의 부스트 컨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의 LED 구동회로보다

적은 수의 소자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FVS

(VH)가 직렬로 로우-사이드 벅 컨버터의 출력 전압에

스택되어 LED에 인가되기 때문에 제안된 LED 드라이

버의 전압 스트레스는 현저하게 감소 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 전압 스트레스 및 다채널 전류 평

형을 위한 Floating 전압 스택형 단일 스위치 LED

Driver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LED 드라이버는 전류 평

형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채널마다 부스트 컨버터를 사

용할 뿐만 아니라 빛의 휘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디밍

스위치를 별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가격이

비싸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제안된 LED 구

동회로는 FVS를 사용하여 모든 소자의 전압 스트레스

를 상당히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벅 컨

버터와 몇 개의 수동소자만을 이용하여 모든 LED 채널

의 정전류 제어 및 전류 평형을 이룰 수 있으므로 낮은

비용과 간단한 구조를 가지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게

다가 제안된 LED 드라이버는 Floating Voltage

Source(FVS)와 Current Equalizer (CE)를 사용함으로써

부피 및 비용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전류 평형을 위해

별도의 능동소자와 IC없이 수동 소자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LED 구동회로는 Display, Lighting 같은

다양한 LED 응용분야에 적합할 것이라 예상되며 우수

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4년도 국민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

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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