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전자기기, IT 기기 등에서 필수적인 전원회로

(Power Supply)는 트랜스포머와 다이오드를 이용한 

것으로부터 SMPS(Switching-mode Power Supply)

로 발전되었다.[1,2] 이 중 특히 buck 소자와 같은 전

압변환 회로는 단순화 및 고성능의 소자로 개발됨으로 

인해[3] IT 기기는 전원회로나 배터리에 의한 전원공급 

접속을 단순화하기 위해 기기에서 필요한 최고 전압만을 

공급받고 기기의 회로에서 buck 소자를 이용해 내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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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필요한 전원을 재생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IT 기기 구성 회로

에서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회로와 연산증폭기 등의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마이너스 전압을 필요로 하며

[4,5], 이를 편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커플링 커패시

터, 바이패스 커패시터, 바이어스 전압 생성 회로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 회로 소자의 증가 및 복잡성 

문제와 더불어 직류신호와 저주파 신호 처리에 있어서 

성능이 크게 저하한다.[6]

RS-232C 통신회로의 경우 반드시 마이너스 전압이 

필요하므로 스위치드 커패시터에 의한 차지-펌프

(Charge Pump)회로를 이용하지만[7,8], 디지털-아날

로그 변환회로나 연산증폭기 등을 구동하기에는 전류가 

충분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buck 소자를 이용해 마이너스 전압을 생성하는 회로가 

buck 소자 데이터시트에 게시되어 있지만,[9,10] 실재

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Jun[11] 등은 

buck 소자 데이터시트에 소개된 마이너스 전원 회로의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였고, 회로의 초기 기동 시 과전

류 보호회로를 이용하고, 이로 인해 소자의 수명 단축과 

래치-업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Lee[12]

는 과전류 보호회로의 동작에 의존하지 않는 타임스위치

에 의한 buck 소자 inverter 회로의 기동방법을 제시하

였으며, 이는 과전류에 의한 buck 소자의 수명 단축과 

래치-업 현상의 위험성 문제는 해결되지만, 기동 시간이 

시스템 상태와 관계없이 고정적이며 과부하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에서 논한 타임스위치 회로에 의

한 buck 소자 inverter 회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를 보완하기 위해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의한 기동방법

을 제시해 기동시간은 시스템 상태를 추종하며 단축되

고 과부하 상태를 검출해 회로가 래치-업 상태로 진입

하지 않는 마이너스 전원회로를 구성하고자 한다.

2. Buck 소자 inverter 회로의 문제점

2.1 과전류 보호회로에 의한 기동

그림 1은 buck 소자 데이터시트에 소개된 인버터 

회로의 예로서, buck회로에서 발생되는 출력을 접지로 

접속해 본래의 0V가 마이너스 전압으로 출력되는 원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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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nciple of inverter using buck device

이 회로가 정상상태일 때는 제어소자 U1의 PWM 신

호가 off될 때 마다 L1의 전류가 D1을 경유해 흐르므로 

D1의 애노드 단에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전압이 발생

한다. 그러나 초기에 전원이 투입될 때 U1 소자의 2번 

출력은 L1, C1 필터를 경유해 출력이 접지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4번 핀을 통한 귀환신호는 0V이며, C1의 (-)

측 또한 0V이므로 제어소자 U1은 최대 듀티 비 100%

인 DC 신호를 출력한다. 그러나 귀환신호는 여전히 

0V이므로 회로는 과전류 상태에 돌입하고, U1 소자 내

부에서는 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류를 차단하며, 이 

때 비로소 L1에 흐르던 전류가 D1을 통해 방전되어 C1

에  마이너스 전압이 충전되고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

하여 정상상태로 진입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회로는 전원공급 초

기에 과전류에 의해 기동되므로 소자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고, 공급전력이 과전류 보호회로의 동작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래치-업 현상이 발생해 회로가 매

우 위험해진다[11].

2.2 타임스위치 회로에 의한 기동

과전류 보호회로에 의한 회로기동의 여러 문제점과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Lee[12]는 그림 2에 나타낸 

간단한 회로를 이용해 과전류 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회

로를 기동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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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witch part

Fig. 2. Schematic of time-switch starting

그림 2의 회로에서, 전원이 투입된 직후에는 그림 

2(b)의 R1, C2에 의해 스위칭 트랜지스터 Q1, Q2가 동

작하지 않으므로 그림 2(a)의 회로는 정상적인 buck 

회로로서 동작해 C1의 (+)측에 (+)전압이 출력되며, 이 

때 제어소자 U1의 GND는 D2를 경유해 접지된다. R1, 

C2에 의해 정해진 시간 후 스위칭 트랜지스터 Q1, Q2

가 동작하면 그림 2(a)의 출력 ⓑ점이 접지로 접속되므

로 C1의 (-)점은 마이너스 전압으로 변화되며, 이 때 어

떠한 과전류나 전류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2.3. 회로의 문제점

그림 2의 기동회로는 정상동작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 전력을 사용하는 부하 측에서 어떤 이상이 

발생해 과전류가 400mS 이상 지속되면, 과전류 상황

이 종료되더라도 그림 3에 나타낸 과정에 의해 회로 스

스로 래치-업 상태에 돌입해 위험 상태로 진입할 수 있

다. 즉, (-) 출력에 접속된 부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 

과전류가 흐르면, 출력전압은 상승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제어소자 U1은 PWM 펄스폭을 늘리는데, 전압 상

승 폭이 크다면 PWM 펄스폭은 최대인 직류가 되며, 

이 경우 더 이상 D1을 통해 마이너스 전압이 충전되지 

않으므로 초기 기동 시와 동일한 상태가 되며, 공급전

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 래치-업 상태를 유지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회로에 사용되는 필터소자 L1과 

C1의 용량이 온도 등 주변 요인에 의해 변화하므로 기

동 시 안정된 전압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도록 시정

수 R1과 C2를 크게 설정해야 하며, 따라서 초기 기동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Over-currentOver-current (-) Voltage Up(-) Voltage Up Increase PWMIncrease PWM

Latch-upLatch-up PWM to DCPWM to DCStop (-) supplyStop (-) supply

Fig. 3. Latch-up process at over-current

그림 4에 타임스위치에 의한 회로의 출력에 과부하를 인가

한 경우의 출력전압과 유입전류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pply load Release load

Iin

VO

1A

-12V

ⓐ ⓑ ⓒ

Fig. 4. Latch-up phenomenon at over-current

이는 -12V 출력과 접지 사이에 33Ω 저항을 약 1초

간 접속한 것으로서, 이 때의 전류는 364mA이며 데이

터시트에 의하면 정격전류는 350mA이다. 그림 4의 ⓑ 

구간에서 부하가 인가된 후 약 400mS 이내에 PWM이 

DC로 변화하고, 이후 부하를 제거한 ⓒ 구간에서도 여

전히 출력전압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우 큰 전류만 흐

르는 래치-업 상태에 도달함을 관찰할 수 있다.

3.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기동 관리

3.1 기동회로의 원리

이상에서 고찰한 타임스위치 회로에서 발생되는 문제

점의 해결을 위해 그림 5에 나타낸 마이크로컨트롤러(또

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기동회로를 제시하였다.

3.1.1 기동시간의 단축

초기에 회로에 전원이 인가되어 buck 제어 소자의 

출력이 정상상태에 이르는 전압인 그림 5(b)의 ⓐ점을 

마이크로컨트롤러의 AN0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지해 

정해진 전압에 도달하면 트랜지스터 스위치 Q1을 가동

시킨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그림 5(a)의 필터회로 

소자 L1, C1의 용량을 변경하더라도 본 회로는 이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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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이밍에 트랜지스터 스위치를 전환해 회로를 기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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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ck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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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icrocontroller part

Fig. 5. Schematic of improved circuit

3.1.2 과전류 래치-업 방지

마이너스 전압에 과전류가 흐르면 전압이 점차 상승

하므로 이를 그림 5(b)의 ⓑ점과 마이크로컨트롤러의 

AN1을 통해 감시하며, 만약 전압이 특정 이상 상승하

는 경우 트랜지스터 스위치 Q1을 off시켜 회로의 동작

을 중지시키고 LED1이나 버저와 같은 경고 장치를 이

용해 사용자에게 이를 알린다.

3.2 설계 과정

3.2.1 안정전압 감지회로

그림 6은 기동용 트랜지스터 Q1을 동작하기 위한 타

이밍을 결정하는 회로로서, 분압회로를 형성해 마이크

로컨트롤러가 처리할 수 있는 전압으로 변환한다.

그림 5(a)의 U1 출력을 VS라 하면 AN0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최대전압인 +5V가 인가되어야 하므로 식 (1)

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R2와 R3 사이에는 식 

(2)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R3

R2
AN0+12V

Fig. 6. Voltage conversion circuit for starting

R 3
R 2+ R 3

⋅V S ≤ 5 (1)

R 3 ≤ ( 5
V S- 5

)⋅R 2 (2)

3.2.2 출력전압 감지회로

과전류에 의한 출력전압의 상승을 감지하기 위한 회

로는 그림 7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즉 정상적인 마이

너스 전압이 출력되면 AN1에 거의 0V에 근접한 전압

이 생성되고, 마이너스 전압이 상승하면 AN1의 전압이 

상승하므로 이를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감지한다.

AN1

+5V

R4

R5

-12V

Fig. 7. Voltage conversion circuit for detecting 

over-current

정격 마이너스 전압이 -VO이고, 이 때 AN1에 0V가 

감지되려면 식 (3)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식 

(3)으로부터 식 (4)와 같이 저항비를 얻을 수 있다.

R 4
R 5+ R 4

⋅(5+V O) - V O ≥ 0 (3)

R 4 ≥
V O
5
⋅R 5 (4)

3.2.3 제어 플로차트 예

그림 8에 그림 5 회로를 제어하는 플로차트의 예를 

나타내었다. 이 예에서는 과전류 상태가 검출되었을 때 

제어 트랜지스터를 차단하고 일정시간 대기 후 다시 기

동을 시도하며, 이러한 과정을 2회 반복했음에도 여전

히 과전류 상태이면 오류를 보고하고 동작을 중단하도

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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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

Configure ports

AN0 ADC

On output port-0(Q1 on)

Above 11V?
N

Y

Time Delay

AN1 ADC

Above -11V?
N

Y

2

Time Delay

On Output port-1(LED1 on)

1

Err_cnt < 3? 1

Off output port-0(Q1 off)
Err_cnt++

Stop

2

Y

N

Fig. 8. Example of control flow-chart

4. 실험 및 결과

식 (2)로부터 R2 = 10K, R3 = 6.8K, 식 (4)로부터 

R4 = 33K, R5 = 10K의 회로정수를 구해 그림 4의 회

로를 그림 9와 같이 구성하고 AVR 마이크로컨트롤러

를 이용해 그림 7의 소프트웨어를 구현해 실험을 진행

하였다. 이 때 실험을 위해 회로의 공급전원 Vi는 1A로 

제한하였고, 회로에 입력되는 전류는 shunt-R을 경유

해 이를 연산증폭기로 증폭해 측정하였다.

Shunt-R

LM741

Q1

LM2576-12

MCU

Fig. 9. Experimental circuit

4.1 기동시간의 단축

그림 10은 회로를 기동했을 때의 동작파형을 나타낸 

것으로서, U1의 출력전압(C1(+))이 약 12V에 도달하는 

즉시 스위치 되어 전원 투입 후 약 280mS만에 마이너

스 전압 출력이 나타나며, 타임스위치의 고정된 기동시

간 1.2S에 비해 23%의 시간에 기동됨을 알 수 있다. 

Power on Switching point

C1(+)

C1(-)

Iin

Q1-B

500mA

Fig. 10. Starting waveform

4.2 과전류 보호

그림 11(a)는 그림 4와 동일한 부하를 이용해 약 

250mS의 순간적인 과부하를 인가했을 때의 동작파형

을 나타낸 것으로서, 마이크로컨트롤러가 과부하를 검

출해 Q1의 베이스 전압을 차단하고(ⓐ구간) 500mS 후 

다시 시도해 정상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그림 4에서와 

같은 래치-업 상태로 돌입하지 않는다.

Error

C1(-)

Iin

Q1-B

Over-load

ⓐ

500mA

(a) Waveform at momentary over-load

Over-load

Error

C1(-)

Iin

Q1-B

ⓑ Error

500mA

(b) Waveform at continuous over-load

Fig. 11. Waveform of experimental circuit

그림 11(b)는 연속적인 과부하일 때의 동작파형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간 ⓑ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는 2회

의 재시도 후 오류 신호를 출력하고 회로의 동작을 중

단한다. 단, 그림 11(b)는 사진 촬영을 위해 재시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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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0mS의 시간지연을 일으킨 것으로서 이 사이 약 

800mA 이상의 전류가 유입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실험결과에 따라 기존의 불안정했던 마이너

스 전압 생성회로가 시스템 상태에 따른 최단시간에 기

동이 가능하고, 특히 과부하 상태에서 회로 스스로 래

치-업 상태로 진입하는 문제점이 해결되는 안정성이 확

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저렴한 buck 소자에 의해 최단 시간

에 마이너스 전압을 생성하고 과부하에 대한 관리를 위

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한 제어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전류 현상 없이 회로를 기동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는 타임스위치 기동방식에서, 400mS 정도의 

과부하 상태라 할지라도 회로 스스로 래치-업 상태에 

돌입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정된 시

간 후 기동함으로 인해 기동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스

템 시정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설계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시한 회로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회로를 구성

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buck 소자의 출력상태를 

확인해 이에 따른 기동 동작을 진행하므로 시스템 시정

수를 추종하면서 스위칭이 진행되며, 실험에 따르면 타

임스위치 방식에 비해 약 23% 짧은 시간에 기동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마이너스 전압을 검출함으로

써 별도의 전류검출 소자 없이 과부하 상태를 검출해 

회로가 래치-업 상태에 돌입하는 것을 방지하며, 필요

에 따라 재 기동을 시도하고 수차례의 재 기동에도 불

구하고 과부하 상태가 유지될 경우 회로를 안전하게 정

지시키고 사용자에게 이 상황을 알릴 수 있음을 실험적

으로 보였다. 특히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사용되는 IT 기

기에서는 3개 포트의 추가만으로 구현이 가능함에 따

라 큰 비용의 추가 없이 저렴한 buck소자를 이용한 마

이너스 전압 생성회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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