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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M/PWM 듀얼 모드 피드백 기반

LED BLU 구동용 LLC 공진 변환 제어 IC 설계

A Design of PFM/PWM Dual Mode Feedback Based LLC
Resonant Converter Controller IC for LED B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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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design of LLC resonant converter IC for LED backlight unit based on PFM/PWM

dual-mode feedback. Dual output LLC resonant architecture with a single inductor is proposed, where the

master output is controlled by the PFM and slave output is controlled by the PWM. To regulate the master

output PFM is used as feedback to control the frequency of the power switch. On the other hand, PWM

feedback is used to control the pulse width of the power switch and to regulate the slave output. This chip is

fabricated in 0.35um 2P3M BC(Bipolar-CMOS-DMOS) Process and the die area is 2.3mm*2.2MM. Current

consumptions is 26mA from 5V supply.

요 약

본 논문은 Pulse Frequency Modulation(PFM)/Pulse Width Modulation(PWM) 듀얼 모드 피드백 기반 LED 백

라이트 유닛 구동용 LLC 공진 변환 제어 IC 설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공진형 변환기에서 하나의 변압기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 출력 전압을 생성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Master 출력은 PFM 방식으로 Slave 출

력은 PWM 방식으로 제어하도록 설계 하였다. 2차 측 Master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파워 스위치 제어 신호의

주파수를 조절하는 PFM 피드백과 2차 측 Slave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파워 스위치 제어 신호의 펄스 폭을 조

절하는 PWM 피드백 회로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IC는 0.35 μm 2 Poly 3 Metal BCD(Bipolar-CMOS-DMOS) 공

정을 이용하여 레이아웃 되었으며, 면적은 2.3 mm x 2.2 mm 이다. 또한, 설계한 칩은 5 V 공급 전압으로부터 26

mA의 전류를 소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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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LED(Light-Emitting Diode) TV 시장의 급성장

에 따라 LED BLU(Back Light Unit)를 제어 하는 IC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DC-DC 컨버터는 효

율이 높은 LLC 공진컨버터로 대체되고, 단가를 낮추

기 위해 PCB에 실장 되는 개별 소자들로 이루어진 블

록을 하나의 IC로 집적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기존의 2차 측 LLC 공진 컨버터[2]는 하나의 출력만

을 가지는 방식이었으나 본 논문에 사용된 컨버터는

변압기를 공유하여 2개의 출력을 가짐으로써 LED에

공급하는 VMaster 전압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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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할 수 있는 보조 전원인 VSlave을 생성할 수 있

게 되어 기존에 외부 회로로 보조전원을 생성해야 할

때 비용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C는 이러한 듀얼 출력 컨버터

를 제어하기 위해 PFM 방식 피드백만 사용하는 단일

모드 피드백이 아닌, PFM방식 피드백에 PWM 방식

의 피드백을 더하여 1차측의 게이트 드라이버를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듀얼 모드 피드

백 기법을 사용하였다. 게이트 드라이버 조절 시 1차

적으로 PFM에 의해 게이트 드라이버의 스위칭 펄스

주파수를 조절하여 출력 이득이 발생하며, 2차적으로

주파수 변화에 따른 로드의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출력스위칭 펄스의 듀티를 조절하여 더욱 정밀하게 스

위칭 신호를 조절하여 출력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II. 본론

1. 구조

그림 1과 그림 2은 듀얼 모드 피드백 기반 LLC 공진

컨버터의 구조와 동작 파형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전

에 사용되던 구조는[2] 2차 측의 변압기를 하나만 사

용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듀얼 모드 피드백 기

반 LLC 공진 컨버터의 구조에서는 2차 측에 하나의

변압기가 아닌 Master Stage와 Slave Stage의 두 개

의 변압기를[3]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가지의 출

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회로의 동작은 다음과 같

다.

1차 측에서 GDA(Gate Driver A) 신호가 들어오면

위쪽의 스위칭 MOSFET(M1)이 턴-온 되어 바깥쪽에

표시된 패스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

다.

이것은 2차 측의 변압기와 공진을 하게 되고 수식

(1)과 같이 공진 주파수로 전달된다. 여기서 에너지의

흐름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TS의 시간 동안 2차

측으로 전달이 된다. 이때의 TS는 수식 (2)와 같으며

공진 파형 주기의 절반이 된다.

GDA의 신호가 꺼지게 되면서 공진이 끝나고

GDB(Gate Driver B)의 신호가 들어오면 아래쪽의 스

위칭 MOSFET(M2)가 턴-온 되어 앞서 시계 방향으

로 흐르며 전류가 충전되었던 커패시터 CR의 전류 에

너지가 1차측 회로에서 안쪽에 표시된 패스를 따라 흐

르게 되며, 이는 다시 2차 측 전류로 전달이 된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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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ual-mode feedback LLC resonant converter

그림 1. 듀얼 모드 피드백 LLC 공진 컨버터

Fig. 2. Dual-mode feedback LLC resonant converter

waveform

그림 2. 듀얼 모드 피드백 LLC 공진 컨버터 파형

그림 3은 듀얼 출력을 가지는 컨버터와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 듀얼 모드 피드백 LLC 공진 제어

IC를 제시한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듀얼 모드 피드백 LLC 공진 컨버터에 의해 생성되는

VMaster 전압에 비례하여 생성되는 피드백 전압인 F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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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듀얼 모드 피드백 LLC 공진 제어 IC로 피드백 되

고, 그에 따라 IC내의 gm증폭기에서 그 에러 만큼을

감지하여 ERO전압으로 출력하여 부궤환 루프를 형성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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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posed dual-mode feedback LLC resonant

converter system

그림 3. 제안하는 듀얼 모드 피드백 LLC 공진 컨버터 시

스템

그림 4에서는 듀얼 모드 피드백 LLC 공진 제어 IC 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클록 생성기는 주파수 제어 전류 생성기에서 발생되

는 전류인 ICHARGE의 크기에 따라 게이트 드라이ㄹ버

에서 출력되는 주파수를 결정한다. ICHARGE는 ERO 전

압에 따라 RFMAX 저항이 가변하여 RFMIN과 병렬로 바

라보는 저항인 RT를 변화시켜 ICHARGE가 변하여 클럭

생성기에서 발생하는 주파수를 변화시킨다.

듀티 제어 회로는 VCTRL을 입력받은 최소/최대 전

압 회로로부터 최소/최대 전압을 입력받고, 지정된 범

위 내에서 Slave stage에서 피드백 받은 전압(FB2)을

듀티 제어 회로 내의 에러 앰프를 통해서 일정전압

(VCP)을 출력하는 동작을 한다. 이때 생성된 VCP 전압

이 클럭 생성기로 들어가서 듀티를 결정한다.

보호 회로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출력이 과전압

이 되거나, LED가 단락 또는 개방이 되었을 때를 감

지하여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게이트 드라이버의 출력에서 출력이 멈추게 되면,

LLC 공진 컨버터의 동작을 멈추도록 하여, 2차 측

Master/Slave stage로 넘어가는 전력은 없다.

디밍 회로는 LED 디밍을 위한 PWM 신호에 따라서

외부 LED 디밍 스위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으며, PWM 제어를 위한 정전류를 형성하기 위한 에

러 앰프를 포함한다.

Fig. 4. Block diagram of dual-mode feedback LLC

resonant controller IC

그림 4. 듀얼 모드 피드백 LLC 공진 제어 IC의 블록 다이

어그램

2. 블록 설계

가. 주파수 제어 전류 생성기

그림 5는 주파수 제어 전류 생성기의 구조이다. RT/RDT

전류 발생기 회로는 기본적으로 Gain- boosting 형태를 하고

있으며, Tail-current를 외부에서 조정하기 위해 RT/RDT 저

항을 외부소자로 사용하고 있다.

RT 전류 생성기에서 ERO 전압은 Master stage에서 피드백

받는 전압으로서 이 전압이 0V ~ 5V 사이로 변함에 따라

RT 노드에서 보이는 저항의 크기가 달라진다. ERO 전압이

5V일 때에는 RT 노드와 ERO 전압이 같아 RFMAX 저항이 보

이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RFMIN의 저항만이 전류 생성에 관

여하게 된다. ERO 전압이 0V가 되면 RFMAX 저항이 전부 보

이게 되며 RT 노드에서 보이는 저항의 크기는 RFMIN 저항과

RFMAX 저항의 병렬 값이 되어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즉,

ERO 전압이 5V일 때 최대 저항이 되어 전류는 작아지고,

ERO 전압이 0V일 때 최소 저항이 되어 전류는 커지게 된다.

여기서 생성된 전류는 전류 미러를 통해 ICHARGE 전류를 생성

하며 이 전류는 클록 생성기로 전달되어 그 크기에 따라 주

파수를 결정하게 된다. 즉, 최종적으로는 GDA/GDB 주파수

의 최소/최대값을 결정한다.

RDT 전류는 RT 전류 생성기와 같은 구조에서 발생되며,

RDT 저항에 따라 IDEADTIME 전류값이 변화하게 된다.

나. 듀티 제어 회로

LLC 컨버터에서 생성되는 전원 중 다른 어플리케이

션에서 사용을 위해 Slave Stage에서 생성 되는 보조

전원인 VSlave는 GDA/GDB의 듀티에 따라 2차 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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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lock diagram of frequency control current

generator

그림 5. 주파수 제어 전류 생성기의 블록 다이어그램

전달되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스위칭 펄스의 듀티가

일정 범위를 넘어설 경우 동작 초기 Slave Stage의 전

압을 안정화 시킬 때 과도한 피크 전압이 발생하거나

GDA, GDB의 한쪽이 너무 작게 되는 경우 공진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

므로 듀티를 제어 해주기 위한 블록이 필요하다.

그림 6는 듀티 제어 회로의 블록 다이어그램으로서

Slave Stage의 출력을 FB2 전압으로 피드백 받아 gm

증폭기를 이용해 그 에러량을 감지한 후, 두 입력의

크기를 비교하여 출력에서 보상해주는 Amp.를 이용하

였다. 출력값을 이용하여 듀티의 제한 범위에 맞도록

VMIN/VMAX 전압을 두어 제한한 뒤, 그 범위 안에서

VCP 전압이 출력되는 회로이다. 듀티 제어 회로의 출

력인 VCP 전압은 클록 생성기로 전달되어, 게이트 드

라이버 출력 펄스 신호의 듀티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그림 7은 최소/최대 기준 전압 생성기의 회로를 나타

낸다. 이 회로는 외부에서 VCTRL 입력을 받아 최소/

최대 전압을 생성한다. VCTRL이 클수록 최소/최대의

차이가 커지고, 작을수록 최소/최대의 차이가 줄어들

며 최소/최대의 차이를 조절함으로써 듀티를 원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은 Slave Stage의 출력의 피드백 전압인 FB2

를 입력을 받아 gm증폭기를 이용해 그 차이를 감지한

뒤, 최소/최대를 제한한 후, VCP 전압을 출력하기 위한

회로이다.

자세한 동작은 다음과 같다. LLC 공진 컨버터의 출

력 중 Slave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 gm증폭기를 통

해 비교하여 출력을 내보낸다. 이 전압은 두 개의 비

교기를 통해 최소/최대 기준 전압 생성기로부터 정해

지는 고정된 전압인 VMIN 전압과 VMAX 전압으로 비교

하게 되며, VMIN보다 전압이 작을 때에는 스위치를 조

절하여 고정된 VMIN 전압이 그대로 출력된다. 마찬가

지로 VMAX보다 전압이 클 때에 비교기의 출력이 스위

치를 조절하여 고정된 VMAX 전압이 그대로 출력된다.

즉, 다시 말해 고정된 VMIN/VMAX 전압을 두어 gm증폭

기의 전압이 그 전압보다 낮거나, 높아지게 되면 고정

된 VMIN/VMAX 전압을 출력함으로써 VCP 전압이

일정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설계된 회로이다.

gm-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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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FB2

BASE

최소/최대
전압 제어 VMAX

VMIN

VNormal

VREF

VCTRL

R1

Fig. 6. Block diagram of duty control circuit

그림 6. 듀티 제어 회로의 블록다이어그램

Fig. 7. MIN/MAX Generator

그림 7. 최소/최대 기준 전압 생성기

다. 클록 생성기

그림 9는 클록 생성기를 구조이다. 클록 생성기는 초

기에 CSAW로 ICHARGE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VSAW

전압이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 ICHARGE 전류가 적은 경

우 VSAW의 기울기는 천천히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전

류가 많은 경우 빠르게 증가하여 주파수를 변화시킨

다. 이 전압이 VCREF까지 도달했을 때 M1에 의해 방전

하는 동작을 반복하여 톱니파 출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톱니파를 펄스파로 변환해주기 위해

비교기 COMP2를 두었으며, 이 때 출력 펄스 신호의

듀티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듀티 제어 회로의 VCP 전

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M1의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 진폭 에러가 발생하여 출력 주파수의 정확

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M1의 사이즈를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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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aveform of duty control circuit

그림 8. 듀티 제어 회로의 파형

그림 10은 클록 생성기의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먼

저 VSAW 전압은 VCREF를 기준으로 상승/하강 동작을

반복하여 톱니파 파형을 생성하며, VCP의 기준 전압에

따라 SAW_COMP의 펄스파가 생성된다. 이 때 VCP

전압이 흔들릴 경우, 회로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D-Flip Flop을 두었다. SAW_COMP 신호를 클록 신

호로 받고 SAW_OFF 신호를 리셋 신호로 받아, VCP

전압이 흔들리는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라. 데드 타임 생성기

그림 11은 데드 타임을 생성해주는 데드 타임 생성기

+
-

+
-VCP

VCREF

ICHARGE

COMP1

COMP2

VSAW

CSAW
M1

SAWO
RST

CLK

D
VDD

Q

D-Flip Flop

SAW_COMP
SAW_OFF

Fig. 9. Block diagram of clock generator

그림 9. 클록 생성기의 블록 다이어그램

VCP

SAW_COMP

SAW_OFF

VSAW

SAW_O

t

t

t

t

Fig. 10. Waveform of clock generator

그림 10. 클록 생성기의 파형

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먼저 전원이 인가되면서 VD

가 충전되고 DIN에 High가 인가될 때까지 VDD 전압

을 유지한다. VDC전압과 데드 타임 생성기 출력 DOUT

은 DIN에 High가 인가될 때까지 Low 상태를 유지한

다.

그림 12은 데드타임 생성기에 대한 파형을 나타내었

다. DIN에 High 입력이 인가되면 XNOR Gate의 출력

+
-

IDEADTIME

DIN

CD

Tdis

VDC

VD

VDREF

DOUT

Fig. 11. Block diagram of dead time generator

그림 11. 데드 타임 생성기의 블록다이어그램

VDREF

VDD

0 t

VDD

0 t

DOUT

t0

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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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D

Fig. 12. Waveform of dead time generator

그림 12. 데드 타임 생성기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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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VDC가 일정한 지연 시간(Tdis)만큼 High출력을 갖

게 되어 VD를 0으로 방전시키게 된다. 이 때 비교기에

서는 VDREF와 VD를 비교하여 DOUT의 출력은 High로

바뀌게 된다.[5]

VDC가 Low가 되면서 VD는 IDEADTIME에 의해 충전을

시작하고, VD전압이 VDREF가 되었을 때 데드 타임 발

생기의 출력 DOUT은 Low로 바뀌게 되고 VD는 VDD

까지 충전을 계속한다. 이와 같이 발생된 DOUT이 데드

타임으로 사용되게 된다.

마. 게이트 드라이버

그림 13은 논리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게이트 드라이버

를 나타낸다. 논리 드라이버는 데드 타임에 의해 생성

된 DOUT과 2분주기 출력이 각각 AND gate를 통해

A_MUX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A_MUX 회로

는 Enable(ENT) 신호에 의해 동작이 활성화 된다.

Level Shifter(LVS)는 논리 드라이버 출력 A, B를

받아서 고전압 출력으로 Level Shift 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게이트 드라이버는 외부 게이트 드라이버

를 고속으로 스위칭시키기 위해 Totem-pole 구조로

설계되었다.

Fig. 13. Block diagram of gate driver

그림 13. 게이트 드라이버의 블록 다이어그램

3. 실험결과

그림 14는 설계된 IC의 Chip layout pattern을 나타내

며, 2-poly 3-metal 0.35um BCD 공정에서 설계되었으

며, die size는 2.3 mm x 2.2 mm이다. 내부 블록으로

는 주파수 제어 전류 생성기, 전압 생성기, 듀티 제어

회로, 보호 회로, 디밍 회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15은 PFM 피드백을 통한 클록 생성기의 RT

전류 생성기에서 RT 노드의 저항의 변화에 따른 주파

수 가변 범위를 나타낸다. 저항이 커질수록 흐르는 전

류는 작아지고, 따라서 주파수도 작아진다. RT 저항이

1.6 kΩ ~ 33 kΩ으로 변화할 때, 게이트 드라이버의 출

력 주파수 범위는 450 kHz ~ 26 kHz 이다.

드라이버 회로

주파수 생성 회로 디밍 회로

보호 회로

듀티 제어 회로

전압 생성기
보호 회로

Fig. 14. Chip layout pattern

그림 14. 칩 레이아웃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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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RT 저항에 따르는 클록 생성기의 주파수 범위

Fig. 15. Frequency Range of clock generator according to

RT

그림 16은 듀티 최대 최소 제어 전압인 VCTRL 변

화에 따른 VMIN과 VMAX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VCTRL의 범위는 0.7V부터 2.3V까지이며 0.7V일 때

VMIN과 VMAX 전압 변화의 2.3V일 때 VMIN과 VMAX의

범위는 최대가 된다.

그림 17는 VCP 전압에 따른 GDA 파형의 듀티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VCP를 0.2V ~ 2.4V 까지 변화시켰

을 때, GDA의 듀티는 6% ~ 98%까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은 그림 1에서 제시하였던 컨버터와 IC를 모두

포함한 전체 모의 실험결과이다. VMaster 전압은 245 V

의 결과를 얻었으며 FB1 전압이 VMaster 전압에 따라

피드백 받고, gm증폭기에서 그 에러만큼을 감지하여

ERO 전압으로 출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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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MIN/MAX reference voltage generator

그림 16. 최소/최대 기준 전압 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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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GDA waveform according to VCP Variation

그림 17. VCP의 변화에 따르는 GDA 파형

VSlave 전압은 12.5 V의 결과를 얻었으며 VSlave의 값

을 감지하여 FB2 전압으로 출력하였다.

ERO 전압과 VCP 전압에 따라 GDA의 주파수는 97

kHz ,듀티비는 44.3%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Vmaster

FB1

GDB

Vslave

ERO

234V

572mV

12.9V

2.45V

95.5kHz

95.5kHz

GDA

ILED 298m A

0 1ms 2ms 3ms 4ms

그림 18. 전체 모의 실험

Fig. 18. Whole simulation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PFM/PWM 기반 LLC 공진 컨버터

를 위한 제어 IC의 설계를 보여주었다. 클록 생성기를

통해 주파수를 생성하여 LLC 공진 컨버터를 통해 전

달되는 전류를 제어하며, ZVS 동작을 위해 데드 타임

생성기를 설계하였다. 기존에 보조권선을 통해 2차 측

으로 전달되는 보조 전원을 보다 효율적이며 안정적으

로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PFM 방식에 PWM 방식을

더한 듀얼 모드 피드백 기법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

라 게이트 드라이버 제어 펄스인 GDA/GDB 출력을

듀얼 모드 피드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설계된 듀티 제어 블록은

Slave stage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피드백 받아

GDA/GDB의 듀티를 제어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듀티 제어 블럭 안에 최소/최대 전압의 제한을

두어, VCP가 일정 전압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전류가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FM/PWM 기반 LLC 공진

컨버터를 위한 제어 IC는 0.35 μm BCD 공정으로 설

계 되었다.

설계한 IC는 15 V의 공급 전압을 통해 생성된 내부

5 V의 전압으로 동작하고, Master Stage와 Slave

Stage, 두 개의 Stage에서 멀티 출력을 하며, 동작 주

파수 범위는 26 ~　４５０kHz, 전체 전류 소모는 26

mA, 칩 면적은 2.3 mm x 2.2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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