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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ED 조명은 고효율화와 고출력화에 따라 실내조명, 경관
조명, 가로등조명 등 생활조명산업에서 급속히 적용되고 있으며, 초박형
소형⦁경량화, 장수명, 수십 마이크로 초 단위의 고속응답 속도, 광색의
시인성 및 재현성 등이 우수하여 IT, BT, NT기술과 융합되어 의료, 농
업, 환경, 디스플레이, 정보가전 등의 넓은 응용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LED 디밍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에 필요한 성능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LED 조명의 밝기조절을 위한
제어방식을 Buck 컨버터를 활용한 정전류 구동방식을 적용하여 제어회
로를 보다 단순화하고, 전용 IC를 활용하여 회로구성 방식에 대하여 제
안한다.

1. 서    론

  국내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예비율 부족 현상이 심화되

고 있고 정부에서는 전력수급 비상대책등의 안정적인예비전력을 확보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기존 조명광원보
다 약30∼90% 이상의 고효율을 나타내는 고효율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LED 조명은 고효율화와
고출력화에 따라 실내조명, 경관조명, 가로등조명 등 생활조명산업에서
급속히 적용되고 있으며, 초박형 소형⦁경량화, 장수명, 수십 마이크로
초 단위의 고속응답 속도, 광색의 시인성 및 재현성 등이 우수하여 IT,
BT, NT기술과 융합되어 의료, 농업, 환경, 디스플레이, 정보가전 등의
넓은 응용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차세대 광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러나 LED는 반도체소자로써 동작전압 및 전류를 정확히 제어하지 않으
면 그 수명과 광 출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LED
를 적절히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의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LED 조명
의 경우 기존 조명과 다르게 밝기 제어가 용이하며 디지털 조명으로 불
리어질 만큼 디지털 제어기술을 통한 원격제어가 용이하다. 또한 LED
조명은 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색온도와 밝기를 소비자의 심리
상태에 알맞게 조절하여 공간을 변화시키는 감성조명이나 센서등에서
이를 이용하여 밝기를 수단계로 나뉘어 조절하는 무드등과 같은 형태로
도 디밍제어가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다. LED디밍 제어방식은 크게 아
날로그 방식과 PWM (펄스폭변조 Pulse Width Modulation) 디밍 방식
으로 분류된다. LED 아날로그 디밍은 LED 전류세기를 조정하는 방식
으로 전류감지 IC의 일부 디밍 기능핀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전압구동을
통해 수행되며, PWM 디밍 방식은 짧은 시간동안 LED 전류를 펄스파
형 형태로 매우 빠른 주파수로 밝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LED
조명 및 디밍의 적용을 통해 기존 형광등 조명에 비해 전력소비량을
50% 이상 절감하는 사례가 발표되는 등 조명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효
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LED 조명의 밝기조절을 위한 제어방식을 Buck 컨버

터를 활용한 정전류 구동방식을 적용하여 제어회로를 보다 단순화하고,
전용 IC를 활용하여 회로구성 방식에 대하여 제안한다.

2. LED Dimming 제어회로 설계

  2.1 LED 디밍 PWM 제어 원리
일반적으로 LED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밝기 조절에 필요한 디
머(Dimmer) 전류제어 스위칭소자, 디밍제어 신호 발생을 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및 제어의 대상이 되는 LED 조명회로 등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LED 디밍 제어회로 구현을 위하여 펄스폭변조(PWM) 방식
을 적용하고 PWM 신호의 듀티비를 가변한다. PWM 방식은 일정한 듀
티의 펄스 사이클 신호를 발생하여야 하며, PWM 주파수의 듀티비
(Duty Ratio)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  (1)

여기서  은    주기를 갖는 펄스파형의 스위칭

On, Off 주기를 나타낸다. 이 펄스파형의 주기는 수십 kHz의 주파수로
스위칭 된다. LED 소자의 경우에 On-Off 주기가 보통 200Hz이상으로
충분히 빠르면, 인간의 눈은 LED들이 계속 켜져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 PWM 펄스신호에 의한 LED 전류는 식 (2)와 같이 정해진다.

  ×  (2)

여기에서은 디밍된 LED 전류이고, D는 PWM 디밍 신호의 듀티사이

클이며, 은 LED 스트링에 공급된 일정 전류이다. <그림 1>은

PWM 펄스파형 및 듀비티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PWM 펄스파형 및 듀티비 Cycle

  2.2 LED 디밍 PWM 제어회로
전류제어회로의 구성은 <그림 2>에 나타낸 것처럼 내장 FET 타입

의 Buck Converter IC인 AP1501[ref. 3]을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외부
에 디밍회로를 구성하여, LED부하전류를 센싱하여 원하는 밝기의 전류
제어를 위해 PWM을 Duty를 조절함으로써 LED의 전류를 조절한다. 최
소 디밍 레벨에서의 LED 전류는 10mA이며, 목표하는 LED의 정격 전
류는 700mA이다. 낮은 디밍 레벨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 벅 컨버
터가 전류연속모드로 동작하도록 벅 컨버터의 인덕터(L)값을 적절히 선
정하여야 한다. 먼저 전류연속모드에서의 벅 컨버터의 출력 전압은
  ∙이며, 전류연속모드로 동작할 조건에서 요구되는 최소

인덕터(L)의 값은 식 (3)과 같다.

 ≥


 ∙ (3)

여기서 은 부하전류이며, 는 PWM 펄스 주기를 각각 나타낸다. 또

한 PWM의 듀티비 범위를 구하려면 LED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최대 듀티를 구하기 위해 목적하는 정격전류 700mA에서 LED 순
방향전압(VF)은 GBW LED는 3.4V, Red LED는 3.6V이다. LED는 직렬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Vo_max=36V 이며, Do_max는 0.9가 된다.
목적하는 최소 전류의 VF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10mA에서 측정결과
GBW LED가 2.6V, Red LED가 2V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Vo_min=20V이
며 Do_min은 0.5가 된다. PWM 펄스주기(T)는 AP1501 IC칩의 고정 스위
칭주파수인 150kHz로 설정하고, 경계조건에서의 인덕턴스 값을 구해보
면 전류가 최대일 때 L=17uH, 전류가 최소일 때 3.3mH가 된다. 이 결
과에 의거하여 전류제어회로의 인덕턴스 값은 3.3mH로 결정하였으며,
출력전압의 리플은 LED 전류의 큰 변화를 주게 되므로 리플이 작아질
수 있도록 출력단 커패시터용량을 47uH로 선정하였다. 대다수의 LED
드라이버 IC는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생성하는 PWM 디밍 입력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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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는 PWM 디밍 입력 핀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드라이버 IC
는 PWM 디밍 신호가 낮을 때에만 MOSFET 드라이버를 끈다. PWM
디밍 신호가 높을 때에는 MOSFET 드라이버가 다시 켜진다. 내부 회
로는 PWM 디밍의 오프 사이클에서 최대로 작동한다. 그러면 IC의 재
시작이 방지되어 PWM 디밍의 상승 엣지(rising edge)에서 지연이 일어
난다.

<그림 2> Buck Converter LED 디밍 전류제어 회로

  2.3 LED 디밍 PWM 제어회로 설계 및 성능평가 실험 
<그림 3>에서 본 회로의 시제품 제작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회로에

서 활용된 AP1501 전용 IC는 3.5A, 80V, N-채널 MOSFET이 내장되어
40V 전압입력시 최대 12개의 300mA 백색 LED를 구동할 수 있으며, 20
와트 이상을 제공한다. 또한, 하이사이드 전류 센스가 통합되어, Buck
Converter 토폴로지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전용 IC
LT3955 [ref. 4]는 부스트 토폴로지에서 94% 이상의 효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외부 히트 싱크에 대한 적절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100kHz 및 1MHz 사이 범위의 주파수를 조절하여 프로그램 할 수 있어,
효율을 최적화하면서 외장 부품 크기 및 비용을 최소화시켜 준다.
LT3955는 5mm x 6mm QFN 패키지가 결합되어, 컴팩트한 고전력
LED 드라이버 솔루션을 제공한다. LT3955는 최고 25:1의 높은 디밍 비
율을 제공하는 PWM 제너레이터가 내장되어 있거나, 외부 PWM 신호
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고 3,000:1의 디밍 비율을 제공한다. 덜
까다로운 디밍 조건을 위해 CTRL 핀은 10:1 아날로그 디밍 범위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 제품의 고정 주파수 전류 모드 아키
텍처는 광범위한 전원 및 출력 전압 범위에 대해 안정적인 동작을 제공
한다. 출력 단락회로 보호 기능 및 개방형 LED 보호 기능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LT3955의 접지 기반형 전압 FB 핀은 여러 개의
LED 보호 기능을 위해 입력으로 동작하며 컨버터가 충전 애플리케이션
에 적용시 정전압 소스로 동작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설계된 전류
제어회로를 이용하여 정상 상태시와 Dimming시 White LED의 10개에
대한 출력 전압 및 전류파형을 그림 3에 나타내다. <그림 4>에서 나타
난 것처럼 최저 디밍 레벨에서도 인덕터 전류가 전류연속모드로 동작하
여 플리커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Buck Converter LED 디밍제어 제어보드

<그림 4> LED 디밍제어 출력 전압, 전류 신호

 
3. 결    론

  LED 디밍제어를 위해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Buck Converter형

LED 전류제어회로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LED 디밍제어를 활용하는
경우에 효율향상에 의한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특별한 요구성능을 만
족시킬 수 있다. 특히 무대조명용 LED 구동장치의 경우에는 다양한
색깔 연출을 위하여 각 조명색마다 넓은 밝기의 디밍제어 범위가 요구
되고, 색깔 연출의 분해능이 높은 LED 제어 회로를 요구되며, 방송용
카메라 장비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조명의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uck
Converter형 LED 전류제어 디밍방식을 적용하여 이러한 성능요건을 충
분히 커버하도록 연속된 전류제어모드를 적용하고, 최소 디밍 시에 전류
제어 컨버터를 전류연속모드로 동작시킬 수 있다. 설계된 회로를 이용하
여 측정해본 결과 최저 디밍레벨에서 플리커현상 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영상 촬영 시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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