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duct Highlight 
Cost Effective Linear/Cap Dropper Replacement  

• 최저 비용과 소자 수의 벅 컨버터 솔루션
• 쇼트 회로와 오픈루프 오류 보호용으로 완전히
통합된 오토 리스타트– 외부 소자 비용 절감

• LNK302는 매우 낮은 시스템 비용으로 오토 리스
타트없는 간단한 제어기를 사용한다.

• 정확한 전류 제한을 가진 66㎑ 동작 – 120mA 출력
전류까지 저가의 범용 1mH 인덕터를 사용가능

• 정밀한 오차와 무시할 수 있는 온도 변화
• 700V의 높은 절연파괴 전압은 뛰어난 입력 서지
내성을 제공한다.

• 주파수 지터링은 EMI를 상당히
감소시킨다(~10dB) – EMI 필터 비용 최소화

• 높은 온도 셧다운 온도(최소 +135℃)

Much Higher Performance over Discrete Buck and 
Passive Solution    

• 벅, 벅-부스트와 플라이백 topology 지원
• 시스템상의 온도 과부하, 출력 단락과 오픈루프
보호

• 일반적인 구성으로도 뛰어난 입력/부하에 따른
정류

• 높은 대역폭이 과전압 없는 빠른 턴온 제공
• 전류 제한 동작은 입력 리플 제거
• 유니버셜 입력 전압 범위(85VAC부터 265VAC)
• 전류 제한와 히스테리 온도 보호회로 내재
• 수동소자 솔루션보다 높은 효율
• 캐패시터 피드 솔루션보다 높은 역률
• SMD로 제조가능

EcoSmart – Extremely Energy Efficient 
• 자가 바이어스 벅 컨버터, 무부하(포토 커플러
피드백)인 115/230VAC상태에서 50/80mW소모

• 무부하인 115/230VAC 입력, 외부 바이어스가 있는
플라이백 topology에서 7/12mW만 소비

• Blue Angel, Energy Star, EU 요구를 충족

Applications 
• 가전과 타이머
• LED 드라이브와 산업용 제어기

Description 

LinkSwitch-TN 은 360mA 출력 전류 범위이하의 모든 
리니어와 캐패시터 피드(캡드로퍼) 비절연 파워 서플라   

Figure 1. 일반적인 벅 컨버터 어플리케이션 ( 다른 회로 구성 
에 대한 것은 Application Examples Section 참조. 

Table 1. Notes: 1.  비절연형 벅 컨버터에서의 일반적인 출력 
전류. 출력 가능 파워는 각각의 출력전압에 따라 좌우된다. 완 
전한 불연속 도통 모드(DCM)동작을 포함하여 가정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은 Key Applications Considerations 섹션을 참조하 
라. 2. 대부분 불연속 도통 모드. 3.연속도통 모드. 4. 패키지: 
P: DIP-8B, G: SMD-8B. Ordering Information 참조. 

이를 훨씬 높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제공하면서 동일
한 비용으로 대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LinkSwitch-TN 디바이스는 700V 파워 MOSFET, 오실 
레이터, 간단한 On/Off 제어구성, 고전압 스위치 전류 
소스, 주파수 지터링, 매 싸이클 전류 제한, 온도 셧다운 
회로를 단일 IC로 구성하고 있다. 기동과 동작 파워는 
벅 또는 플라이백 컨버터에서 바이어스 공급과 관련된
회로의 필요성이 없는 DRAIN 핀 전압에서 직접 얻는다. 
LNK304-306에서 오토 리스타트 회로는 쇼트 회로 또 
는 오픈루프와 같은 비정상 조건 동안에 안전하게 출력
파워를 제한하고, 소자 수와 시스템-레벨 부하 보호회로 
비용을 감소시킨다. IC 에 의해 공급되는 local 공급은 
벅과 벅-부스트 컨버터에서, 필요하다면, 입력과 부하 
레귤레이션 성능을 훨씬 향상시키기 위해 레벨 shifter 
로 동작하는 비 세이프티 등급인 포토 커플러를 사용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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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a. 기능 블럭 다이아그램 (LNK302). 
 
 

 
Figure 2b. 기능블럭 다이아그램 (LNK3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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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 Functional Description 
 
DRAIN(D) Pin ; 
파워 MOSFET 드레인 연결단. 기동과 정상상태 동작에 
내부 동작 전류를 공급한다. 
 
BYPASS(BP) Pin; 
내부적으로 발생된 5.8V 공급용인 0.1uF 외부 커패시터 
와 연결점.  
 
FEEDBACK(FB) Pin; 
정상 동작동안, 파워 MOSFET의 스위칭은 이 핀에 의 
해 제어된다. 49㎂보다 큰 전류가 이 핀으로 유입될 때 
MOSFET 스위칭이 종료된다. 
 
SOURCE(S) Pin; 
이 핀은 파워 MOSFET 소스와 연결점이다. 또한, BYP 
ASS 핀과 FEEDBACK 핀에 대한 그라운드 기준이다. 
 

 
Figure 3. 핀 배열. 
 

LinkSwitch-TN Functional 
Description 
 
LinkSwitch-TN은 고 전압 전력 MOSFET 스위치와 파 
워 공급 컨트롤러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결합시킨 것이 
다. 전통적인 PWM(pulse width modulator) 제어기와 달 
리, LinkSwitch-TN은 출력 전압을 정류하기 위해 간단 
한 ON/OFF 제어를 사용한다. LinkSwitch-TN 제어기는 
오실레이터, 피드백(감지와 논리) 회로, 5.8V 레귤레이 
터, BYPASS 핀 저전압 입력 회로, 과열 보호회로, 주파 
수 지터링, 전류 제한 회로, 리딩 엣지 블랭킹과 700V 
파워 MOSFET 으로 구성되어 있다. LinkSwitch-TN 은 
오토 리스타트용 추가 회로를 통합시켰다. 
 
Oscillator 
일반적인 오실레이터 주파수는 내부적으로 평균 66㎑ 
로 설정되어 있다. 오실레이터에서 최대 듀티 사이클 신 
호(DCMAX)와 각 싸이클의 시작을 지시하는 클럭 신호등 
2개의 신호가 발생된다. 
 

LinkSwitch-TN 발진기는 EMI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피크-피크가 4㎑인 주파수 지터의 작은 총 
합을 발생시키는 회로를 통합하고 있다. 주파수 지터의 
변조율은 평균과 준피크 방출의 EMI 감쇠를 최적화하 
기 위해 1㎑로 설정되어 있다. 주파수 지터는 DRAIN 
파형이 떨어지는 순간에서 트리거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림 4 의 파형은 LinkSwitch-TN 의 
주파수 지터를 설명하고 있다. 
 
Feedback Input Circuit 
저임피던스 소스 follower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FB 
핀에서 피드백 입력 회로는 1.65V에 설정한다. 49㎂를 
초과하는 전류가 이 핀에 전달되면, 낮은 로직 레벨(비 
활성)이 피드백 회로의 출력에서 발생된다. 이 출력은 
각 싸이클의 시작시 클럭 신호의 rising edge에 대해 샘 
플링된다. 출력이 높으면, 파워 MOSFET이 사이클(활 
성)동안에 온되고, 그렇지 않으면  파워 MOSFET은 오 
프된 상태로 있는다. 샘플링이 각 싸이클의 시작시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싸이클이 무시되는 동안에 
FB 핀 전압 또는 전류에서 그 다음의 샘플링이 변한다. 
 
5.8V Regulator 6.3V Shunt Voltage Clamp 
5.8V 레귤레이터는 MOSFET이 오프되었을 때 DRAIN 
전압에서 전류를 끌어와서 BYPASS 핀에 연결된 바이 
패스 커패시터를 5.8V 까지 충전한다. BYPASS 핀은 
LinkSwitch-TN 의 내부 공급 전압점이다. MOSFET 이 
온되었을 때, LinkSwitch-TN 은 바이패스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흘려보낸다. 내부회로의 극히 낮은 전 
력소모로 LinkSwitch-TN은 DRAIN 핀에서 나온 전류로 
연속적인 동작이 가능하다. 0.1uF의 바이패스 커패시 
터의 값은 고주파수 디커플링과 에너지 저장용으로 충 
분하다. 
 
게다가, 6.3V 션트레귤레이터는 외부 저항을 통해 BYP 
ASS 핀으로 전류를 공급받을 때 6.3V에서 BYPASS 핀 
을 제한한다. 이는 LinkSwitch-TN 의 전력을 외부적으 
로 바이어스 권선을 통해 무부하 소비전력을 50mW까 
지 감소시키는데 일조한다. 
 
BYPASS Pin Under-voltage 
BYPASS 핀 저전압 입력 감지회로는 BYPASS 핀 전압 
이 4.85V아래로 떨어질때 파워 MOSFET을 비활성시 
킨다. BYPASS 핀 전압이 4.85V아래로 떨어지면, 파워 
MOSFET을 활성(턴-온)시켜서 5.8V까지 다시 상승시 
킨다. 
 
Over-Temperature Protection 
온도 셧다운 회로는 웨이퍼 온도를 감지한다. 경계값은 
일반적으로 75℃ 히스테리시스를 가진 142℃에 설정되 
어 있다. 웨이퍼 온도가 이 경계값(142℃) 이상으로 상 
승하면, 파워 MOSFET 은 비활성되고 웨이퍼 온도가 
다시 활성화되는 점인 75℃이하로 떨어질때까지 비활 
성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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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주파수 지터. 

 
Current Limit 
전류 제한 회로는 파워 MOSFET에서의 전류를 감지한 
다. 이 전류가 내부 경계값(ILIMIT)을 초과하면, 파워 MO 
SFET은 그 해당 싸이클의 잔여기간동안 오프된다. 리 
딩 엣지 블랭킹 회로는 파워 MOSFET이 온된 후에 짧 
은 시간동안 전류 제한 비교기를 억제한다. 이 리딩 엣 
지 블랭킹 시간은 캐패시턴스와 다이오드 역회복 시간 
에 의해 발생된 전류 스파이크가 스위칭 펄스의 조기 종 
료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다. 
 
Auto-Restart(LNK304-306 only) 
출력 과부하, 출력 단락 또는 오픈루프 조건과 같은 비 
정상 조건의 경우에, LinkSwitch-TN 은 오토 리스타트 
동작으로 진입한다. 오실레이터에 의해 발생된 내부 카 
운터는 FB 핀이 high로 될때마다 리셋시킨다. FB 핀이 
50ms동안 high가 되지 않는다면, 파워 MOSFET 스위 
칭은 800ms동안 비활성된다. 오토 리스타트는 비정상 
조건이 제거될 때까지 파워 MOSFET을 교대로 활성, 
비활성시킨다. 
 

Application Example 
 
A 1.44W Universal Input Buck Converter 
그림 5의 회로는 전기밥솥, 세척시 또는 백색가전과 같 
은 가전 제어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12V, 120mA 비절연 

파워 서플라이다. 이 회로는 조명, LED 구동회로, 전력 
측정기, 주택 난방기 제어기와 같이 비절연 파워 서플라 
이가 가능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 
 
입력 부분은 퓨즈 저항 RF1, 다이오드 D3과 D4, 커패 
시터 C4와 C5, 인덕터 L2로 이루어져 있다. 저항 RF1 
은 화재 방지, 퓨즈용, 와이어 권선 저항이다. 이는 몇가 
지 기능을 한다. a) 정류 다이오드 D3과 D4에 흐르는 
돌입 전류를 안전한 수준으로 제한 b)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 감쇠 c) 입력 퓨즈는 단락-회로를 끊어야 한다 
(소자가 연기, 화재 또는 빛이 나는 물질이 없이 개방 회 
로를 안전하게 끊는다) 
 
전력 진행은 LinkSwitch-TN, 환류 다이오드 D1, 출력 쵸 
크 L1과 출력 커패시터 C2로 형성된다. 파워 서플라이 
가 대부분 불연속 모드(MDCM)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LNK304 가 선택되었다. 다이오드 D1 은 MDCM 에서 
동작이 가능하고 역회복 시간(trr)이 약 75ns인 울트라-
패스트 다이오드이다. 연속 모드(CCM) 설계에서, trr이 
35ns이하인 다이오드를 권장한다. 인덕터 L1은 적절 
한 RMS 정격전류(그리고 온도상승을 허용할 수 있는) 
를 가진 표준 범용 인덕터이다. 커패시터 C2는 출력 필 
터 커패시터이다. 이것의 첫째 기능은 출력 전압 리플을 
제한하는 것이다. 출력 전압 리플은 커패시터 자체값보 
다는 출력 커패시터 ESR의 강력한 기능이다. 
 
처음으로 D1과 D2의 순방향 전압강하는 동일하다. 따 
라서 C3에 걸리는 전압은 출력 전압을 따라간다. C3에 
나타나는 전압는 U1의 FB 핀에 연결된 저항 분배기 R1 
과 R3를 통해 감지되고 정류된다. R1과 R3의 값은 설 
계된 출력 전압에서, FB 핀에서의 전압이 1.65V 이도록 
선택한다. 
 
레귤레이션은 스위칭 사이클을 빠지게하여 유지된다. 
출력 전압이 상승할수록, FB 핀으로 흐르는 전류는 상 
승할 것이다. 이 전류가 IFB를 초과하면, 전류가 IFB이하 
로 될 때까지 다음 사이클이 빠지게될 것이다. 따라서, 
출력 부하가 감소될수록 더 많은 사이클이 빠지게될 것 
이고, 부하가 증가하면 더 적은 사이클이 빠지게된다.  
 

 

 
Figure 3. LinkSwitch-TN을 사용한 유니버셜 입력, 12V, 120mA 정전압 파워 서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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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벅 컨버터 구성에서 LinkSwitch-TN용으로 권장하는 PCB 레이아웃 
 
50ms동안 사이클이 빠지지 않으면, LinkSwitch-TN은 
과부하 보호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과부하 파워의 
약 6%까지 평균 출력 파워를 제한하는 오토 리스타트 
에 진입할 것이다(LNK304-306). 적은 부하 또는 무부하 
에서 출력 전압과 C3에 걸리는 전압간 트랙팅 에러 때 
문에 작은 더미부하가 필요할 수 있다(R4). 그림 5의 설 
계에서, 무부하에서 레귤레이션이 필요하다면, 이 값을 
2.4kΩ까지 줄여야 한다. 
 

Key Application Considerations 
LinkSwitch-TN Design Considerations 
 
Output Current Table 
데이타시트 최대 출력 전류 테이블(Table 1)은 다음 조 
건하에서 지정된 LinkSwitch-TN 디바이스가 대부분인 
불연속 도통 모드(MDCM)와 연속 도통 모드(CCM)에서 
전달할 수 있는 실제 최대 연속 출력 전류를 보여주고 
있다. 
 
 

1) 벅 컨버터 topology 
2) 최소 DC 입력 전압은 70V이상이다. 입력 커패시 
터 값은 이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도록 커야한 
다. 

3) 0.4의 KPP* CCM 동작 
4) 12VDC의 출력 전압 
5) 75%의 효율 
6) Catch/환류 다이오드는 MDCM 동작에서는 trr이 

75ns이하, CCM 동작에서는 trr이 35ns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7) 부품은 SOURCE 핀 온도를 100℃이하로 유지하 
기 위해 충분한 면적의 구리에 납땜된 SOURCE 
핀에 실장된다. 

   *KPP는 리플 대 피크 인덕터 전류의 비이다. 
 
 
LinkSwitch-TN Selection and Selection 
Between MDCM and CCM 

 
전체적인 비용이 가장 낮게 LinkSwitch-TN, 환류 다이 
오드와 출력 인덕터를 선정하라. 일반적으로, MDCM은 
가장 낮은 비용과 가장 높은 효율의 컨버터를 제공한다. 
CCM 설계은 모든 면에서 더 큰 인덕터와 울트라 패스 
트(trr≤35ns) 환류 다이오드가 필요하다. CCM 설계에 
서는 추가적인 외부 소자비용 때문에 CCM 에서의 더 
작은 LinkSwitch-TN 을 사용하는 것보다 MDCM 에서 
더 큰 LinkSwitch-TN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 
그러나, 매우 높은 출력 전류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지 
침에 따라 CCM을 채용하여야 한다. 
 
Topology Options 
 
LinkSwitch-TN은 출력전압 오차와 레귤레이션을 향상 
시키는 포토 커플러와 레퍼런스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공통적인 topology를 사용할 수 있다. Table 2는 이러 
한 구성의 요약이다. 더 많은 정보는 Application Note 
를 참조하라 – LinkSwitch-TN 설계 지침 
 
Component Selection 
 
그림 5를 참조하여, LinkSwitch-TN 설계에서 소자를 선 
정하는데 다음의 고려사항이 유용하다. 
 
Freewheeling Diode D1 
다이오드 D1은 울트라 패스트 타입이어야 한다. MDC 
M에서, 역회복 시간 trr≤35ns는 70℃ 또는 그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연속 모드 동작이 높은 리딩 
엣지 전류 스파이크를 야기하고 너무 빨리 스위칭 사이 
클을 종료시키고 출력이 레귤레이션에 도달되지 않도 
록 하는 기동하는 동안에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더 느 
린 다이오드는 불가능하다. 주위온도가 70℃이상이면, 
trr≤35ns인 다이오드를 사용해야 한다. 
 
CCM에서는 역회복 시간 trr≤35ns인 울트라 패스트 다 
이오드를 사용해야 한다. 느린 다이오드는 과도한 리딩 
엣지 전류 스파이크, 스위칭 사이클의 조기종료 그리고 
최대 전력 전달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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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nkSwitch-TN을 사용한 공통 회로 구성(다음 페이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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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계속). LinkSwitch-TN을 사용한 공통 회로 구성 

 
큰 역회복 전류가 다이오드에서 과도한 전력 손실을 야 
기시키고/또는 LinkSwitch-TN의 최대 드레인 전류 사 
양을 초과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다이오드와 느린 다이 
오드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된다. 
 
Feedback Diode D2 
다이오드 D2는 1N400X 시리즈와 같은 저가의 느린 다 
이오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정된 역회복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glass로 도포된 형태로 한정되어야 한다. 
우선, D1과 D2의 순방향 전압강하를 일치시켜야 한다. 
 
Inductor L1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범용 인덕터를 선택하라. 
비용이 싸고 매우 낮은 가청 노이즈 속성이 있는  단일 
페라이트 소자인 “drum”또는 ”dog bone” “I” 코아 인덕 
터를 권장한다. 일반적인 인턱턴스값과 RMS 정격전류 
는 파워의 PI Expert 설계내에서 사용 가능한 LinkSwitc 
h -TN 설계 스프레드 시트에서 알 수 있다. 계산된 RMS 
인덕터 전류보다 같거나 훨씬 큰 RMS 정격전류를 가지 
면서 일반적으로 계산된 인턱턴스값보다 같거나 훨씬 
큰 L1을 선택하라. 
 
Capacitor C2 
커패시터 C2의 첫번째 기능은 인덕터 전류를 평활하는 
것이다. 실제 출력 리플 전압은 이 커패시터의 ESR 기 
능이다. 우선, 이 커패시터의 ESR은 선택된 LinkSwitc 
h-TN의 일반적인 전류 제한에 의해 분할된 정격 리플 
전압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Feedback resistor R1 and R3 
저항 분배기에서 R1과 R3에 의해 형성된 저항값은 FB 
핀에서 1.65V 를 유지하기 위해 선정된다. R3 은 2kΩ 
1% 저항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약 0.8mA의 
전류가 있는 피드백 네트워크 구동으로 좋은 노이즈 특 
성을 보장한다. 
 
Feedback Capacitor C3 
커패시터 C3은 저가의 일반목적 커패시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LinkSwitch-TN의 오프 타임동안 출력 전압 
을 충전하는 “sample and hold” 기능을 제공한다. 이 값 

은 10㎌에서 22㎌ 이어야 한다. 더 작은 값은 작은 부 
하 상태에서 나쁜 레귤레이션을 유발한다. 
 
Pre-load Resistor R4 
최소 부하가 3mA 미만인 직접 피드백 설계의 고압측에 
서 더미 저항은 출력 레귤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하다. 이는 D2를 통해 입력 그라운드에 피드백 커패시 
터 C3의 인덕터 측을 충분한 인덕터 에너지를 보장한 
다. R4의 값은 3mA의 최소 출력 부하를 전달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포토 커플러가 있는 설계에서 제너 다이오드 또는 레퍼 
런스 바이어스 전류는 무부하에서 “pulse bunching”과 
증가된 출력 리플을 방해하도록 1mA에서 2mA의 최소 
부하를 제공한다. 
 
LinkSwitch-TN Layout Considerations 
 
벅 컨버터 또는 벅-부스트 컨버터 구성에서, LinkSwitc 
h-TN의 SOURCE 핀이 스위칭 노드이기 때문에 SOU 
RCE 에 연결된 구리 면적은 설계 온도 제한값내에서 
EMI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소화되어야 한다. 
 
부스트 구성에서, SOURCE 핀은 DC 그라운드에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SOURCE 핀에 연결된 구리면적은 온 
도 방열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화할 수 있다. 
 
LinkSwitch-TN, 인덕터(L1), 환류 다이오드(D1)와 출력 
커패시터(C2)사이에 형성된 루프는 가능한 작게 유지 
되어야 한다. BYPASS 핀 커패시터 C1(그림 6)은 물리 
적으로 SOURCE(S)와 BYPASS(BP) 핀에 근접하게 위 
치되어야 한다. 스위칭 노드로부터 직접 결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LinkSwitch-TN은 AC 입력 입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는 LinkSwitch-TN 과 AC 입력 
사이에 커패시터 C4와 C5를 놓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2차 정류 다이오드 D4는 선택사항이지만 더 나은 EMI 
성능과 더 높은 입력 서지를 견딜 수 있도록 포함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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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Design Checklist 
 
어떤 파워 서플라이 설계에서, 모든 LinkSwitch-TN 설 
계는 bench test에서 적당한 기능에 대해 검증해야 한 
다. 다음 최소 실험을 권장한다. 
 

1) 적당한 DC 입력 전압 – 최소 DC 입력 전압이 최 
대부하, 최소 입력전압에서 70VDC이하로 떨어 
지지 않는지 확인하라 

2) 올바른 다이오드 선정 – UF400X 시리즈 다이오 
드는 주위 온도가 70℃ 또는 그 이하에서 MDCM 
에서 동작하는 설계에서만 권장한다. 연속 도통 
모드(CCM) 그리고/또는 높은 주위온도에서 동작 
하는 설계에서는 BYV26C와 같이 역회복 시간이 
35ns 또는 더 좋은 다이오드를 권장한다. 

3) 최대 드레인 전류 – 가장 높은 입력 전압, 최대 과 
부하(오토 리스타트 바로 직전), 가장 높은 주위 
온도인 가장 악조건에서 피크 드레인 전류가 데 
이타 시트 피크 드레인 사양이하인지에 대해 검 
증하라. 

4) 온도 확인 – 최대 출력 파워, 최소 입력 전압과 최 
대 주위온도에서, LinkSwitch-TN SOURCE 핀 온 
도가 100℃ 또는 그 이하임을 검증하라. 이 형태 
는 부품과 부품간의 RDS(ON)의 변화때문에 적절 
한 마진을 보장한다. SOURCE 핀이 스위칭 노드 
일 때를 측정하는데, thermocouple meter로 공급 
되는 배터리를 권장한다. 주위 온도는 써멀 셧다 
운까지 상승할 수 있다. 

 
벅 또는 벅-부스터 컨버터 topology를 사용한 LinkSwit 
ch-TN 설계에서, SOURCE 핀은 스위칭 노드이다. 오실 
로스코프 측정은 그라운드된 프로브로 1차측 그라운드 
또는 DC 입력 전압과 같은 DC 전압을 측정해야 한다. 
파워 공급 입력은 항상 절연된 소스에서 공급되어야 한 
다.(예. 절연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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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A. 총 소비 전류는 FEEDBACK 핀 전압이 2V이상(MOSFET이 스위칭하지 않을때)일 때는 IS1과 IDSS의 합이고 
FEEDBACK 핀이 SOURCE 핀에 단락되었을 때(MOSFET이 스위칭)는 IS2와 IDSS의 합이다. 

 
B. 출력 MOSFET이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드레인에서 공급 전류와 스위칭 전류를 분리시키기가 어렵다. 한 가지 
방법은 6V에서 BYPASS 핀을 측정하는 것이다. 

 
C. BYPASS 핀 기동충전 파형에 대해서는 Typical Performance Characteristics 그림 14를 참조하라. 
 
D. 이 전류는 다른 외부회로가 아니라 단지 BYPASS와 FEEDBACK 핀 사이에 연결된 선택할 수 있는 포토 
커플러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E. 다른 di/dt값에서 전류 제한에 대해서는 그림 13을 참조하라. 
 
F. 이 변수는 설계에 의해서 보장된다. 
 
G. 이 변수는 characterization에서 파생되었다. 

 
H. 동시에 오토 리스타트는 오실레이터때문에 똑같은 온도 특성을 갖고 있다(주파수에 반비례) 

 

 
Figure 7. LinkSwitch-TN 일반적인 실험 회로. 
 
 

 
Figure 8. LinkSwitch-TN 듀티 싸이클 측정 
 

 
Figure 9. LinkSwitch-TN 출력 활성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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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Performance Characteristics 

 
Figure 10. 절연파괴 전압 vs. 온도 

 

 
Figure 12. 전류제한 vs. 정상 di/dt에서 온도 

 

 
Figure 14. BYPASS 핀 기동 파형 

 
Figure 11. 주파수 vs. 온도 

 

 
Figure 13. 전류제한 vs. di/dt 

 

 
Figure 15. 출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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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Performance Characteristics(Cont.) 
 

 
Figure 16. COSS vs. 드레인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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