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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에서 동작하는 150W  SMPS 개발

박성일
*
ㆍ김성수

**

Development of a 150W Switched Mode Power Supply operates at -40℃

Sung-Il Park*ㆍSung-Soo Ki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40℃에서 동작하는 150W  LED조명용 원공 장치(SMPS) 회로를 설계하 다. SMPS의 

특성 해석을 해서 150W  LED 조명 구동 정 류 회로를 설계하고 시제품의 제작  성능을 측정하 다. 

150W  LED조명용 SMPS 회로의 동작온도범 는 -40∼70℃이며, SMPS 측 수명은 24시간 기 으로 1.29

∼2.25년으로 측되었다. 가속수명시험  EMI 도 시험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ed a 150W LED lighting SMPS circuit operating at -40℃. We designed a 150W LED lighting constant current circuit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PS and fabricated  and measured. The operating temperature range for a 150W LED lighting SMPS circuit is -40 

to 70℃ and SMPS predicted life was 1.29-2.25 years based on 24 hours. The high acceleration life test and EMI test confirmed no abnor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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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LED 조명, 태양 지, 정보기기, 력 고속 

통신 등 고효율 친환경 인 LED/ 산업은 국가

인 차원에서 에 지 정책 추진의 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각국 정부 차원에서는 에 지 감, 신 성

장 동력 창출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백열등 

사용 지 정책, 인 공공 시범사업, 소비자 신뢰

확보를 한 품질 리 정책 등을 실시 이며, 세계 

주요국은 LED시장 선 을 해 극 인 R&D투자

와 함께 시장 활성화를 한 규제  표  도입 등의 

정책을 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 R&D과

제의 연도별 주요 키워드는 GaN 기 , 외선  자

외선 LED, 시스템조명, 테라헤르츠, 나노공정, 백색 

LED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산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세계 LED/  시장

규모(mkt, value)는 5,129억 달러로 년 비 2.6% 증

가하 으며, 이는 향후에도 년 약 3% 증가가 지속되

어 2019년 7,200억 달러로 꾸 한 증가세를 보일 것

으로 망했다. 한 고효율 친환경 원의 개발에 따

른 다양한 응용 제품 확 와 온실가스 감축  친환

경 에 지 정책에 따른 LED조명  태양  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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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지속 인 시장 성장이 상된다.

LED조명은 LED의 장수명, 고효율 등의 장 으로 

인해 기존 조명을 체하는 신 조명으로써 각 을 받

고 있어 효율이 낮은 백열 구, 할로겐램   체 형

에서부터 효율이 높은 형 등기구, 메탈할라이드 등기

구 체 형까지 빠른 기술발 을 보이고 있다. 특히 

LED의 특성이 온도가 내려갈수록 출력이 높아지고 

효율이 커지므로 냉장고용 LED조명과 같이 0℃의 

낮은 온도에서 동작할 수 있는 LED조명의 보 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다[1-6]. 그러나 항, 커패시터, 

코일, 컨버터 등의 자소자의 동작범 가 -20℃ 이

상으로 -40℃ 이하의 환경에서 동작하지 않으므로 그 

온도에서 LED조명을 구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5-9].

따라서 -40℃ 이하의 LED를 구동하기 해서는 R, 

C, L, T 기  등의 동작범 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SMPS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40℃ 이하의 온 환경에서 LED를 

구동할 수 있는 SMPS를 설계하고 R, C, L, T, 기  

등의 동작범 를 확인하며 그에 맞는 SMPS를 제작

하여 성능을 평가하 다.

Ⅱ. 본  론

2.1 150W  SMPS 회로 설계

본 논문에서는 150W  Switched Mode Power 

Supply(SMPS)를 1차, 2차로 나 어 설계하 으며, 그

림 1과 같이 1차 설계에서 설계한 기 설계  문제

을 도출하여 2차 설계시에 보완하 다. 1차 설계 후 

온 동작을 한 부품교체, 압 보호 기능 추가, 

출력 압  류 범  증가를 한 회로교체, 온도

변화에 따른 출력 변화에 처하기 한 회로 교체 

등 보완 을 도출하 다[10-11].

그림 1. 150W  회로 1차 설계
Fig. 1 Primary design of 150W circuit

2차 설계를 한 첫 설계는 그림 2와 그림 3과 같

이 입력 잡음 필터와 AC- DC 컨버터  역률 보상

회로를 설계하 다. 입력 잡음 필터는 입력서지보호와 

자체 발생 잡음을 외부에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AC 원을 DC로 변환하는 Bridge 정류

회로와, 승압형 역률 보상 회로와 돌입 류 방지 회

로를 추가하 다.

그림 2. 입력 잡음 필터
Fig. 2 Noise filter circuit

그림 3. AC-DC 컨버터  PEC 회로
Fig. 3 AC-DC converter & PEC circuit

그림 4는 입력 압 보호회로  FPC 제어 회로

이며, IC를 구성하여 류량에 따라 용량을 제한하고 

승압 압 세 을 한 피드백 회로를 추가하 다.

그림 4. 입력 압 보호회로
Fig. 4 Input low voltage protection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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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과 류 제어 회로를 구성하기 해 각각 OP 

증폭기 입력부에 연결된 가변 항을 설정하여 정

압  정 류를 설정하 다. 한, 그림 5와 같이 트

랜지스터 온/오 를 통하여 기  압을 제어하고, 

이를 통해 류를 서서히 증가시켜 온에서 LED조

명을 사용할 때 고장을 방지하기 한 Dimming 회

로를 구성하 다.

그림 5. Dimming 제어 회로
Fig. 5 Dimming control circuit

2차 설계에서는 그림 6과 같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하여 LED 배열 각각의 개별 압, 류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변조에 의한 출력 압을 조

정하고, AD변환기의 데이터를 받아서 마이크로컨트

롤러에 달하여 DC-DC 컨버터  개별 PWM 제어 

스 칭회로의 임계치를 조정 는 오 셋 하는 형태

로 압, 류, 온도에 한 보호기능을 강화하 다.

기존의 다양한 IC  회로에서 주변 온도 상승시 

온/오  되는 과열기능을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하

여 일정 온도이상 상승 시 임계치의 시간을 조정하여 

체 인 LED모듈의 온도 상태를 안정 으로 유지하

도록 설계하여 고출력 LED의 수명 연장  조명등기

구의 완  소등 상태가 없도록 설계하 다.

그림 6. 150W  회로 2차 설계
Fig. 6 Secondary design of 150W circuit

2.2 -40℃이하에서 온도하강 방지하는 단열설계

SMPS 내부에 -40℃이하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엑포시, 우 탄, 실리콘 등 충진 재료에 따른 향 평

가를 실시하여 구성하 다. 추가 온도 하강 시 SMPS

가 동작하지 않는 제약 외에 내부의 해콘덴서가 고

장 날 수 있으므로 온도를 일정하게 상승시켜 주는 

히터 설계를 추가하여 구성하 으며 그림 7과 같다.

그림 7. PCB 히터 회로
Fig. 7 PCB heater circuit

Ⅲ. 실험  고찰

본 논문에서는 2차 설계를 통하여 150W  LED조

명용 SMPS 설계를 확정하고, 그림 8과 같이 크기는 

244mm(L)×95 mm(W)×58mm(H)로 제작하 다.

그림 8. 2차 설계를 통한 시제품 사진
Fig. 8 Photo of prototype through secondary design

제작된 시제품에 한 기  특성 측정 결과를 고

찰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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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작된 SMPS 기  특성
Table 1.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designed SMPS

Check List Test result

Max Input Power (160.13 ∼ 160.63) W

Max Input Current (0.626 ∼ 0.906) A

Power Factor 0.93 ∼ 0.98

Efficiency (93.20 ∼ 93.51) %

Line Regulation ≤0.1 VDC

Load Regulation 36.17 VDC at (0 ∼ 4.14) A

Ripple 180mV at 220V(= 0.082 %)

테스트를 한 입력 압값은 AC 180∼275V, 

60Hz고, 최  입력 출력은 160.13∼160.63W, 최  입

력 류는 0.626∼0.906A, 역률은 0.93∼0.98, 효율은

93.20∼93.51%, 리 은 220V에서 180mV(0.082 %), 

자로드 20M㎐ 역폭을 나타냈다. 제작 시제품에 

한 기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시제품의 기  특성
Table 2.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prototype 

그림 9는 SMPS Dimming 기능을 확인 해 

SMPS 출력단의 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Dimming 제어 방법은 정 류 방식이고 측정결과 

기에 류에 한 오버슈트가 발생하 나, Dimming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하 다.

그림 9. SMPS Dimming 제어
Fig. 9 SMPS dimming control

제작 시제품에 한 온도 특성 측정을 해 상온 

약 27℃에서의 온도 측정, 주변 온도 70℃에서의 6개 

지 에서 온도를 측정하여 나타낸 값은 표 3과 같다. 

상온에서 주요 주품의 온도 차이는 19∼40℃이며, 주

변 온도가 70℃일 때의 주요 부품의 온도분포를 측

해 보면 89∼110℃이다.

표 3. 27℃ 온도 측정 결과  주변 온도 70℃에서의 
온도 측

Table 3. Results of temperature measurement at  27℃ 
and temperature prediction at 70℃

Ch Device

27℃ 70℃

Temp. △t Temp.
Predict 

Temp

1 2nd DIODE 46 19 70 89

2 Main Transformer 67 40 70 110

3 PWM FET HS 52 25 70 95

4 PFC FET 46 19 70 89

5 PFC Inductor 55 28 70 98

6 Condenser 49.9 22.9 70 92.9

Ch Device
Device Spec.

Temp. Device Spec.

1 2nd DIODE 150 Junction Temp

2 Main Transformer 130 Coil spec

3 PWM FET HS 150 Junction Temp

4 PFC FET 150 Junction Temp

5 PFC Inductor 130 Coil spec

6 Condenser 105 7000 Time

부품의 온도 측을 통한 최소 수명을 갖는 부품 

, 온도 특성이 가장 낮은 것은 평활콘덴서이며, 수

명은 105℃에서 7000시간이다. 온도 여유를 5℃로  

경우 상 온도와 부품 최고 온도 차이를 구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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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나타난다.

 δt = (105 - 93 - 5) ℃ = 7 ℃ (1)

측 수명은 시간×    시간으로 
약 1.29년이며, 측수명은 24시간 사용 기 이며, 12

시간 사용 기 으로 2.58년이다. 따라서 70℃ 주변 온

도 조건에서도 12시간 사용 기 으로 2.58년 정도의 

수명 측이 가능하다.

제작 시제품에 한 부품 간 온도 편차 해소, 방수 

 방진 시험에 비하기 해 실리콘 몰딩 처리를 

하여 측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실리콘 몰딩 후 27℃ 온도 측정 결과  주변 
온도 70℃에서의 온도 측

Table 4. Results of temperature measurement at  27℃ 
and temperature prediction at 70℃after silicon molding

Ch Device

27℃ 70℃

Temp. △t Temp.
Predict 

Temp

1 2nd DIODE 43 16 70 86

2 Main Transformer 46 19 70 89

3 PWM FET HS 41.5 14.5 70 84.5

4 PFC FET 41.5 14.5 70 84.5

5 PFC Inductor 41.5 14.5 70 84.5

6
Smoothing 

Condenser
41.5 14.5 70 84.5

Ch Device
Device Spec.

Temp. Device Spec.

1 2nd DIODE 150 Junction Temp

2 Main Transformer 130 Coil spec

3 PWM FET HS 150 Junction Temp

4 PFC FET 150 Junction Temp

5 PFC Inductor 130 Coil spec

6 Condenser 105 7000 Time

실리콘 충진 결과 상온에서 주요 부품의 온도 차이

는 14.5∼19℃이고, 실리콘 몰딩을 한 후에는 4.5∼2

1℃의 온도 하강이 확인되었다. 평활콘덴서의 하강 온

도는 8℃이며, 주변 온도가 약 70℃일 때의 주요 부품

의 온도 분포는 85∼89℃이다. 실리콘 몰딩 후에 수

행한 최소 수명을 갖는 부품의 수명 측을 수행하면 

콘덴서 수명이 105℃에서 7000시간으로 온도 여유를 

5℃로  경우 상 온도와 부품 최고 온도 차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δt = (105 - 85 - 5) ℃ = 15 ℃ (2)

측 수명은 시간×    시간으
로 약 2.25년이다. 측수명은 24시간 사용 기 이며, 

12시간 사용 기 으로 4.5년이다. 따라서 실리콘 몰딩 

처리 후 70℃ 주변 온도 조건에서도 12시간 사용 기

으로 4.5년 정도의 수명 측이 가능하다.

실리콘 몰딩 처리한 제작 시제품에 한 온에서

의 동작 온도범 를 시험하기 해 -40℃에서의 동작 

특성을 측정하 다. 그림 10과 같이 측정방법은 제작 

시제품에 실리콘 몰딩 후 외  조립을 하고, 온도 챔

버에 설치한 후 -40℃에서 48시간 가동하 다. 48시

간 경과 후 SMPS 원 공   LED가로등 등을 

확인하 으며, 이때 SMPS의 Dimming기능은 오 상

태이다.

그림 10. 챔버 내 -40℃에서 LED 가로등 등
Fig. 10 LED lamp lights at -40℃ in chamber

-40℃에서 48시간 가동한 후 등할 때 SMPS 내

부 온도변화를 알아보기 해 SMPS 내부에 9개의 

부품에 온도 센서를 부착하 으며, Dimming 기능 없

이 등에 성공하 으나 장기 인 신뢰성을 하여 

Dimming 기능이 필요하 다. -40℃에서 류가 증가

하 으며 안정 후 165W가 소모되었으며, LED가로등 

등 후 SMPS 내부 온도의 변화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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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40℃에서 SMPS 내부 부품 온도 변화
Fig. 11 SMPS internal component temperature change 

at -40℃

-40℃에서 특성을 측정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온도만 변화하여 70℃에서의 동작 특성을 확인했다. 

측정 방법은 동일하며 온도만 70℃로 바꾸었다. 그림 

12와 같이 70℃에서 류는 상온과 비슷하 고 안정

된 후 139W를 소모했다. 70℃에서보다 -40℃에서의 

력 소모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2. 70℃에서 SMPS 내부 부품 온도 변화
Fig. 12 SMPS internal component temperature change 

at 70℃

실리콘 몰딩 처리한 제작 시제품에 한 가속수

명시험을 실시하 다. 여기서 사용한 가속수명시험

은 SMPS 진동시험을 추가한 온도 순환-증가 시험 

방법이다. 150W LED가로등기구에 연결된 SMPS를 

가속수명시험 장비에 고정하고 원을 인가하고, 

LED가로등기구는 장비 외부에 설치하고 LED가로등

기구의 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 

출력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 다. 그림 13과 같이 온도

를 분단 로 시험실의 온도를 기 으로 아래로 올

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면서 온도의 편차를 크게 했

다. 이 때 각 온도 평탄 구간에서 2분의 진동시험을 

실시하고 5분마다 반복하여 실시했다.

시료의 변화( 출력의 변동 포함) 등을 통해 

SMPS가 -40∼80℃ 온도 범 에서 동작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하 으며, SMPS 진동시험을 추가한 온도 순

환-증가 시험에 해 SMPS 동작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 그림 14와 같이 EMI 필터를 설치하

여 장비 자체의 잡음 측정, 성선 측정, 원의 EMI 

도 순서로 측정한 결과 설치된 EMI 필터의 EMI 

도 시험을 통해 SMPS의 EMI 도가 나타나지 않

음을 확인했다.

그림 13. SMPS 진동시험을 추가한 온도 순환-증가 
시험

Fig. 13 Temperature cycling test with SMPS vibration 
test

(a) 장비 자체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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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line EMI  도

(c) 원 EMI 도

그림 14. EMI Filter 설치 결과
Fig. 14 Result of installation EMI filter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40℃에서도 동작하는 150W  

LED조명용 SMPS 회로를 설계했다. 150W  LED조

명용 SMPS 회로는 150W  DC-DC 회로  정 류

회로로 설계되었으며, 동작온도범 는 -40∼70℃이다. 

SMPS 동작 입력 압 범 는 80∼275 VAC이며, 

SMPS 보호 기능  Dimming 제어 동작을 확인하

다. 한, SMPS 측 수명은 24시간 기 으로 1.29∼

2.25년으로 측되었다. 가속수명시험  EMI 

도 시험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다.

설계‧제작한 SMPS의 동작 온도 범  -40∼70℃는 

기술력으로 최고의 성능을 나타냈으며, SMPS를 안정

으로 공 하고, 필요한 생모델을 하게 생산하

여 기술력뿐만 아니라 국내 LED 매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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