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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ED는 일반 백열등에 비해 훨씬 밝으면서도 저전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기존 형광

등이 지니는 효율적, 환경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LED형광등의 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 졌다.

LED는 형광등과 달리 극성을 지니는 단방향성 소자로 교류전원을 직접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원공

급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 전원공급장치는 부피가 크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유지비용면에서 일반

형광등에 비해 기능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전원공급장치를 대신하여 간략하게 AC전원을

정류하고, 전압변동에 따른 전류변화로 인한 빛의 밝기가 변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정전류로 제

어할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고 이를 LED모듈과 구분하여 Plug in/out 방식의 교체형 모듈로 구성

하여 유지보수에 있어 저렴하고 손쉬운 교체가 가능한 소자개발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LED is much brighter than the traditional incandescent, and low power consumption.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LED fluorescent lamp is made in order to improve efficient fluorescent lamps with this

existing and environmental problems. Because, unlike fluorescent lamps, it is not possible to directly use AC

power to the unidirectional element having a polarity, LED requires a power supply. The power supply

function is lowered as compared with the fluorescent lamp common in terms of maintenance costs because

of the high price large.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a circuit that can be controlled with a constant current

in order to eliminate a phenomenon that brightness of the light which rectifies the AC power supply easy

to place in the power supply due to the current change due to the voltage fluctuation is changed, in

maintenance, I would like to propose how to develop a device which can be easily replaced less expensive

composed of interchangeable modules of Plug in / out method to distinguish the LED module this.

키워드

LED, AC driver, Plug, Fluorescent lamp

Ⅰ. 서 론

형광등은 백열등에 비하여 효율이 좋고, 소비

전력은 1/3 정도이며 빛이 부드럽고 수명도 백

열등에 비해 5~6배(약 3,000시간 이상) 길어 일

상생활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광원체로 자리 잡

고 있다. 형광등은 유리관 내벽에 형광물질이 도

포되어있고 열전자의 방전에 의하여 수은전자와

충돌하여 자외선을 발생, 자외선이 형광물질과

반응하면서 가시광선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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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게 된다. 이런 원리로 형광등은 동작하기 까

지 2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로 하고 주위의 온도

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기준 값 이하의 전압에

서는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명이 다한 형광등이 그냥 버려지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남아있

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

로 인하여 일부 친환경 형광등으로 교체, LED

형광등의 개발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LED

는 이미 많은 개발을 통하여 저 전력 고휘도의

빛을 발산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색상과 반

영구적인 수명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 형광등에 비하여 고가이고 유지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들고 있어 대체 조명으로써 일반가

정에까지 많이 파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LED형광등의 유지보수에 큰

문제점이 되는 전원공급장치(SMPS)를 소형 AC

Driver 모듈로 교체하고 이를 Plug in/out 방식

을 통한 일반인도 쉽게 교체 가능하도록 편의와

경제성을 가지면서 효율적인 LED형광등을 개발

하고자 한다.

표 1. 광원체의 특성표

특성 LED 백열등 형광등
전광속
[lm]

50~90
(입력1~2W)

800
(60w)

3,100
(40w)

발광효율
[lm/h]

60~90 10~15 70~90

수명
[h]

수만시간 1,000
8,000~
12,000

응답성 100[nsec]
0.15~0.25
[sec]

1~2
[sec]

Ⅱ. 본 론

본 논문에서는 LED 형광등의 반영구적인 사

용을 목표로한 소형화와 간편한 교체방식을 목

적으로 한 정전류와 부 열저항특성을 갖는 AC

Driver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LED는 기본적으로 극성을 가지는 단방향성 소

자이다. 역바이어스에 견딜 수 있는 전압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교류전압을 직접 접속 할 수 없다.

LED형광등의 구동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

되고 있는데 저항을 이용하는 경우 간단한 회로

구성이 가능하나 전류를 제어할 수 없고 전압의

변화에 따른 빛의 밝기가 변하는 단점이 있다.

선형 레귤레이터 방식의 경우 회로도 간단하

며 전류를 제어 할 수는 있지만 전력손실이 커

서 효율이 안 좋아지게 된다. 현재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스위칭 레귤레이터방식의 경우 높

은 효율과 전원의 독립, 밝기의 컨트롤도 가능하

나 그로인한 높은 COST와 회로의 복잡성으로

인한 큰 부피가 문제가 된다.

전원공급장치(SMPS)는 그 부피로 인해 가정

용형광등에서는 주로 램프 뒷부분에 존재하게

된다. LED자체는 수명이 매우 길지만 이 전원공

급장치는 내부의 전해콘덴서에 의해 그 수명이

길지 못하다. 하지만 교체를 위해서는 일반인이

하기 힘들고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시공비가 들

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림 1. 전원공급장치(SMPS)

본 연구에서는 컨버터의 사용대신 간단한 브

릿지회로와 정전류제어 및 부 열저항특성을 갖

는 On Semi사의 CCR(Constant Current

Regulator)소자를 이용하여 기존 SMPS의 1/10

크기의 소형화와 4단자 원형커넥터를 이용하여

LED 형광등의 측면부에 쉽게 장착 가능한

Driver 모듈을 설계하였다.

그림 2. 4Pin 커넥터 적용모습

On semi 사의 정전류 레귤레이터는 2.3W급

의 파워패키지로 구성되어있으며 넓은 작동범위

를 가지며 빠른 응답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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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바이어스 트랜지스터 기술로 정전류를 제어

하고 서지 역전압에 의한 LED회로의 보호기능을

한다. 18W급 LED형광등의 설계를 목표로 하였

기 때문에 220V 60mA의 설계로 CCR의 소자는

NSIC2050B 소자 2EA를 채택하였으며, BRIDGE

RECTIFIER는 HD04-B6S 소자를 선택하였다.

브릿지회로를 통한 AC의 정류와 아래의 공식

을 통한 220V-60mA 의 18W급 LED 개수를 설

정하였다.

Vin maximum = Vrms*±10%

Vin peak = VAC rms*1.414

Vin Peak - Vak max / LED 1ea V

실험을 통하여 LEDs = 80ea 일 때 60mA

18W가 됨을 측정 할 수 있었다.

그림 3. 브릿지를 통한 DC정류

Ⅲ. 결론 및 향후계획

과전압에 대한 정전류가 됨을 알아보기 위해

260V까지 올려본 결과 64mA를 유지함으로서

정전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전압증가에 따른 전류제어

과전압에 따른 전류제어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는 Driver 설계과정에서 방열구조를 만들어

해결하였다.

그림 5. 소형AC Driver sample

본 연구를 통하여 LED전원공급장치의 소형화

를 통한 형광등뿐 아니라 다른 LED를 사용하는

조명기기에 적용하여 부피를 줄이고 유지보수

비용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 할 수 있다. 다만

CCR의 발열 문제에 관하여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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