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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the noise sources of an LED lighting module with TRIAC dimming control and 

proposes an improved EMI filter design for the reduction of conducted noise emission. TRIAC dimming invokes problems 

of input oscillation and capacitor overvoltage at the lighting module. The proposed double LC filter reduces high noise 

level from the circuit. The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is approach can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reduction of conducted noise emission from an LED lighting module with TRIAC dimm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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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내에 설치된 LED 조명기기를 디 하기 해서는 조명

기구 직 제어와 유․무선을 통한 제어기에 의한 디  방식

이 사용되고 있다. 실내용 조명기구 직  디 제어방식은 구

조  제약에 따른 이용이 불편하여 사용이 되지 않고 유선

제어방식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의 통신선 배선공사가 추가

되어 조명설비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드는 단 을 가지고 있

다. 한 무선제어방식은 고가이면서 RF 모듈의 방해 

발생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률이 높지 않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고 LED 조명기기가 실내 조도제어용으로 보 되

기 해서는 기존 건축물 기설비인 TRIAC(TRiode AC 

switch) 디 제어방식의 조 기를 이용하여 실내 조도를 제

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 TRIAC 디 제어설비에 용 가능한 디 용 

LED 드라이버가 개발이 되고 있으나 이를 용한 LED 조

명기기에서 발생되는 도성 잡음 문제가 두되고 있다.   

  LED 조명기기는 TRIAC 디 제어방식에 합한 순수 

항성 부하구조가 아니므로 TRIAC 디 제어방식이 AC/DC 

컨버터에 연동되었을 경우 입력 주 수 와   불균

일에 따라 입력 류 오실 이션과 입력 커패시터에 순간 

압상승이 발생하여 도성 잡음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다[1].

본 논문에서는 실내 조명제어용으로 TRIAC 디 제어가 

가능한 LED 조명기기의 도성 자  문제를 해결하기 

해 EMI 필터 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해 TRIAC 디 제어

가 가능할 수 있게 진동감쇄회로와 블리더회로가 추가된 벌

형 One-stage LED 14 [W]  조명기기를 설계하여 

TRIAC 디 제어율에 따라 LED 조명기기에서 발생되는 잡

음원을 분석하고 도성 잡음을 감할 수 있는 EMI 다단

필터 설계를 제안한다. 

2. 본  론

2.1 TRIAC 디 제어 

TRIAC 디 제어는 백열등과 할로겐램 처럼 항성 부

하에 한 디 을 구 하기 해 양방향 싸이리스트와 수동

소자로 구성된 제어기로 일반 인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나

타낸다. 

그림 1 TRIAC 디 제어회로

Fig. 1 TRIAC dimming control circuit

교류 원의 반주기 동안 가변 항(VR1) 크기만큼 지연된 

커패시터(C1)의 충 압은 DIAC에 트리거를 발생시켜 

TRIAC 게이트에 동작 신호를 인가하는 방식으로 가변 항

이 증가하면 TRIAC의 도통각()을 감소시켜 부하의 류량

을 제한하는 방식이다[2]. 이 디 제어기를 항성 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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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능동소자와 수동소자들이 조합된 스 칭모드 원공

장치인 LED 조명기기에 용할 때는 정상 인 디 제어가 

어렵다. 교류 원의 도통각 조 에 따라 LED 조명회로에 

류의 불연속 공 으로 인한 리커 상을 발생시키며 도

통각 시작 에 발생된 돌입 류는 입력 커패시터를 충 시

켜 압상승을 발생시킨다. 한 차단각이 높아질수록 류 

불안정 상과 입력 류에 오실 이션 상이 발생되어 

LED 조명회로와 TRIAC 디 제어기에 임피던스 불균형을 

심화시켜 입력 압에 높은 잡음 상이 발생 한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TRIAC 디 제어 동작 시, LED 

조명기기의 정상 인 디 제어가 가능한 회로를 설계하기 

해 부가 인 회로들이 필요하다.  

2.2 TRIAC 디 제어 가능한 LED조명 구동회로 설계

TRIAC용 LED 드라이버(Power Integration, LNK406EG)

를 사용하여 14 [W]  연형 라이백 LED 조명기기를 

설계하 다. 기존 one-stage 방식은 력 손실을 이기 

하여 역률보정회로와 정 류 DC/DC 컨버터가 합쳐진 형태

로 컨버터의 출력에서 LED 구동 압을 바로 공 한다[3]. 

그러나 TRIAC 디 제어기가 연동되면서 LED 구동회로에 

입력 류 불안정에 따른 리커 상과 과도한 압상승을 

막을 수 있는 부가회로를 사용해야 정상 인 LED 디 제어

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을 해결하기 해 진동감쇄회로

와 블리더회로를 LED 원회로에 추가하여 디 제어에 따

른 오동작 상을 제거하 다. 한 제안된 회로는 IEC 

61000-3-2 class C 고조 기 과 안  규격에 만족할 수 있

는 회로로 설계하 다[4]. 

   

2.2.1 진동감쇄회로 추가

도통각 시작 에서 발생하는 돌입 류로 인한 입력 커패

시터의 과충 을 억제하기 해 그림 2와 같이 진동감쇄

(Damper) 회로를 리지 정류회로 뒷단에 추가시킨다. 진동

감쇄회로는 항과 FET로 구성되어 TRIAC이 도통되면 

리지 정류회로 뒷단에 연결된 항성분(R1)에 의해 동작시

간을 1 [ms] 지연시킨다. 약 [1ms] 후에 FET는 동작되고 

항연결(R2)은 단락되어지면서 커패시터의 과충 을 억제

한다. 

그림 2 트라이악 디 이 가능한 LED 조명 구동회로

Fig. 2 LED lighting module available for TRIAC dimming 

control

2.2.2 블리더회로 추가

블리더(Bleeder) 회로는 그림 2와 같이 항과 스 치로 

구성되어 TRIAC 차단각이 커지면 LED 드라이버에 공 되

는 류가 어 이를 유지하기 한 최소 류를 공 하기 

한 회로다. 스 치를 통해 인가된 블리더 류는 식 1과 2

처럼 항(R5)을 이용해 조정하며 이 항값은 TRIAC 정

격 력값(500, 750, 1000 [W])에 따라 변동된다. 력 높은 

TRIAC 사용할수록 항값은 감소하므로 필요한 유지 류

는 증가한다. 한 블리더회로를 통한 류와 LED 드라이

버에 공 되는 류는 식 3처럼 TRIAC 도를 유지하기 

한   보다 커야 정상 인 디 제어 동작이 가능하다. 

                                                      

                    (1)

                           (2)

                  (3)

와 같이 기존 LED 구동회로에 TRIAC용 LED 드라이

버와 부가회로를 추가하여 TRIAC 디 제어에 따라 LED 

조명기기가 정상 으로 디  되는지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

하 다.

2.3. EMI 필터 설계

2.3.1 EMI 데이터 분석

TRIAC 디 제어기 없이 LED 조명기기의 도잡음

(Conducted Emission)을 측정하 을 경우, 그림 3처럼 KS 

C 0262-6-B class 기 치 이하로 첨두값과 평균값이 측

정되었다. 이는 일반 인 력 SMPS용 EMI 필터에 합

한 LPF(Low Pass Filter) 시정수임을 확인하 다. 

그림 3 TRIAC 제어기 설치  LED 조명기기의 도잡음 

측정 결과

Fig. 3 Measured conducted noise from an LED lighting 

module prior to the addition with a TRIAC controller

그러나 TRIAC 디 제어기와 연결하여 LED 조명기기의 

도잡음을 측정한 결과 그림 4처럼 DM(Differential Mode) 

성분이 160 [kHz] 역에서부터 약 90 [dBuV] 크기로 시작

하여 CM(Common Mode) 모드 성분으로 확 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 범 는 TRIAC 도통각이 100 %에서 1 %로 

작아질수록 잡음 세기가 40 [dBuV]범 에서 52 [dBuV]로 

넓어지고 주 수는 740 [kHz]범 에서 1.84 [MHz]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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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분포는 입력 주 수 

와   성분 불평형이 심해질수록 정 가 아닌 톱

니  형태로 잡음 폭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 원단

의 주 수 역에서 발생하는 임펄스 잡음 성분은 입력 

형 불균형에 따라 증가하는 폭이 확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EMI 필터 개선  TRIAC 제어기 설치 후 LED 조명

기기의 도잡음 측정결과

Fig. 4 Measured conducted noise from an LED lighting 

module with a TRIAC controller prior to EMI filter 

redesign

이와 같은 잡음 특성의 원인을 악하기 해 LED 조명

기기회로의 모듈별 잡음원 분석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LED 조명기기 설계는 DC 정 류 구동회로와 여러 부가  

기능을 구 하기 한 회로들로 구성되어 동작하는데 주요 

잡음원인 스 칭회로뿐만 아니라 부가회로에서도 EMI 잡음

원이 될 수 있다. LED 조명기기회로는 정류회로(1), 스 칭

회로(2), AC-DC 컨버터회로(3), 제어회로(4), LED 소자(5) 

등으로 구성이 되며 각 모듈별 특성에 따라 자체 잡음원과 

상호 모듈별 잡음원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림 5 LED 조명기기회로의 잡음원

Fig. 5 Noise sources of an LED lighting module circuit

도성 잡음의 이동경로는 CM(Common Mode) 성분과 

DM(Differential Mode) 성분이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데 TRIAC용 LED 드라이버의 경우, DM 잡음원은 라이

백 인덕터를 충 할 때 FET로 바 면서 생기는 류로서 

필터 성능에 가장 향을 많이 주며 DM 류는 기생인덕턴

스와 기생 항으로 인해 콘덴서 필터링이 약해져서 발생한

다. CM 잡음원은 부분 FET 스 치를 끌 때 드 인 압

이 높은 에 의해 생기는 변 류에 의해 생기며 력

용 변압기에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감시킨다.  

LED 조명기기회로의 주요 잡음원인 FET 스 칭회로 

도잡음특성은 스펙트럼 애 라이 (FSH4View)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 6처럼 최  33 [dBuV] 크기에 5.9 [MHz]

의 주 수 범 를 가진 자계분포가 형성되었고 이는 디 율

이 낮아질수록 자계분포가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a) 디 율 100 % 시 FET     (b) 디 율 1 % 시 FET

그림 6 FET 스 칭회로의 잡음원 분석

Fig. 6 Noise source analysis of an FET switching circuit

주요한 다른 자  잡음원은 트랜지스터(Tr), 정 압 IC

의 방열 , 그리고 용량 수동소자 주 에서도 발생된다.   

그림 7처럼 Tr의 자계분포가 주 수 크기에 따라 18.8 

[dBuV] 크기로 최  30 [dBuV] 정도 잡음이 나타났으며 제

어로직 기능을 하는 드라이버 IC들도 주변 수동소자와의 기

생성분 조합으로 인해 미세한 잡음 성분들이 약 7.6 [dBuV] 

정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TRIAC 자체 회로에

서도 발생되는 잡음원이 주기 으로 발생됨을 확인하 다.

   (a) 트랜지스터 잡음원       (b) LED 드라이버 잡음원

그림 7 100% 디 시 트랜지스터와 드라이버의 잡음원분석

Fig. 7 Noise source analysis for Tr and IC at 100% dimming

이와 같이 구동회로 소자의 노이즈원 분석결과 스 칭회

로에서 DM 성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 노이즈원임을 

확인하 고 주변 소자에서도 기생성분 조합에 따라 미세한 

잡음성분이 있음을 확인하 다[5]. 이와 같은 노이즈원을 

감하기 한 EMI 필터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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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MI 필터 설계 

LED 조명기기가 TRIAC 디 제어기의 향을 받을 때 

입력측 오실 이션과 입력 주 수 성분을 감쇄시킬 수 

있는 EMI 필터를 그림 8과 같이 제안한다. 도잡음 성분은 

TRIAC 디 제어기의 LC 필터 유무에 따라 향을 많이 받

는다. 일반 인 LED 조명기기와는 달리 TRIAC 디 제어기

의 수동소자와 EMI 필터 입력 X커패시터 사이에서 발생되

는 공진 감쇠목 으로 LC 퍼를 추가로 삽입하 다. 따라

서 160 [kHz] 역에서부터 과도하게 발생되는 역 잡음

을 감쇄하기 해 보다 높은 고조  진폭을 발생시킬 수 있

는 다단필터 설계를 제안한다. 

그림 8 입력 EMI 필터회로 구성

Fig. 8 Input EMI filter circuit diagram 

그림 9처럼 LC 필터로 설치한 경우보다 다단 LC 필터로 

설치할 경우, CM 모드성분은 7 [dBuV]정도 감쇄되고 DM 

모드 성분은 58 [dBuV] 정도 감쇄분포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 인덕터(L1, L2, L3, L4) 필터에 항(1 kΩ)

을 병렬(R1, R2, R3, R4)로 설치하여 AC 선간임피던스의 

일부 공진주 수 성분 발생을 감쇄시켰다.

그림 9 LC필터와 다단 LC필터의 감쇄특성

Fig. 9 Attenuation characteristics of an LC filter and double 

LC filter

인덕터 값은 실험해 본 결과 주요 잡음원인 DM 성분을 

감쇄시키기 하여 다소 용량이 큰 값(5 [mH])으로 선정하

다. 커패시터 값은 회로의 높은 역률을 유지하고 1차측 스

칭 류에 해 낮은 임피던스 도통을 제공하기 해 최

한 은 값(47 [nF])으로 입력필터 시정수값을 선정하 다.  

  한 릿지 회로 뒷단에 커패시터(C3)를 설치하여 입력

측 잡음성분을 감하 고 1차측과 2차측 잡음성분을 바이

패스하기 해 커패시터(C4)를 용하 다.

2.4 실험결과
  

2.4.1 TRIAC 디 제어에 따른 력 형

제안된 14 [W]  벌 형 LED 조명기기의 TRIAC 디

제어 형측정 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 10은 

TRIAC 디 제어율을 100 %, 75 %, 25 %, 1 %까지 제어함

에 따라 각 압과 류의 도통각이 감소되어 력값이 정

상 으로 변하는 형을 보여 다. 압분포 특성에서는 발

생되지 않지만 류분포특성에서는 트리거 동작 시, 피크

류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게이트 펄스에서 발

생되는 피크성분에 의해서 발생된다. 한 TRIAC 디 제어

기 특성에 따라 최소 디 을 하여도 실제는 류값 인가가 

최소로 공 되는 것이 아닌 10 % 이상 잔류 류가 공 되

는 것을 확인하 다. 측정된 형 크기는 100V/div, 

200mA/div로 설정하여 측정하 다.

그림 10 디 제어에 따른 AC 입력 형

Fig. 10 AC input waveforms according to dimming control

2.4.2 도성 EMI 측정결과

도성 잡음을 측정하기 하여 원 입력단은 LISN 

(Line Impedance Stabilization Network)을 통해 LED 조명

기기에 공 하 고 LISN에서 검출된 도성 잡음 성분의 

스펙트럼 분석을 하여 Rohde & Schwarz사의 EMI Test 

Receiver(ESIB26)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11은 LED 조명기기의 TRIAC 디 율 100 %와 1 %

일 경우, 제안된 다단 입력필터를 통과한 도성 EMI 잡음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디 제어 100 %시, 160 [kHz] 역에

서 1 [MHz] 역까지 이 보다 40 [dBuV]이상 감되는 결

과를 보여 다. 한 디 제어 1 %시에도 50 [dBuV]이상 

감되는 결과를 보여 다. 이는 다단필터를 사용함으로서 

도잡음 성분의 특정주 수 역의 감 효과가 있음을 나

타낸다. TRIAC 디 율 75 %와 25 %는 잡음측정 최악조건

인 1 %를 측정한 결과보다 양호하므로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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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디 율 100 % 시

(b) 디 율 1 % 시

그림 11 EMI 필터 개선 후 LED 조명기기의 도잡음 측정

결과

Fig. 11 Measured conducted noise from an LED lighting 

module after EMI filter redesign

3. 결  론

TRIAC 디 제어기는 일반 LED 조명기기와 함께 사용하

기 어렵다. 따라서 TRIAC용 LED 드라이버와 함께 블리더

회로와 진동감쇄회로가 추가된 LED 구동 회로를 설계하여 

정상 인 디 제어가 되는지를 구 하 다. 이에 따라 발생

되어질 수 있는 도성 잡음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단필

터 설계를 제안하여 디 제어율에 따라 160 [kHz] 역에서 

2 [MHz] 역까지 발생되는 약 40 ∼ 50 [dBuV] 임펄스성 

잡음성분을 감소시켰다. 본 실험은 14 [W]  LED 조명기기

인 경우이지만 고 력 LED 조명기기일수록 회로용량이 커

지므로 잡음성분이 증가 할 수 있다. 향 후 LED 조명 보

이 확 됨에 따라 기존 조명인 라 구축을 사용할 수 있는 

TRIAC 디 제어기 사용이 사회 반에 걸쳐 확  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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