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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레귤레이터의 동작 상태를 아는 것이 아마도 

오늘날 첨단 전자 시스템에서 남아 있는 마지막 

사각지대일 것이다. 이것은 이들 레귤레이터의 주요 동

작 파라미터를 직접적으로 구성하거나 원격적으로 모

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레귤레

이터 출력 전압이 드리프트를 일으키거나 과열 같은 조

건이 발생했을 때 신뢰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요 동작 파라미터들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결함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디지털 전원 시스템 관리(DPSM)를 사용함으로써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현장에 설치하고 필드 테스트

를 할 때 시스템 특성분석, 최적화, 데이터 마이닝을 쉽

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시스템에 대해서 DPSM을 사용

함으로써 전압 레귤레이터의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건

전성을 알려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정된 범위를 벗어

나거나 또는 결함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교정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DPSM은 부하 및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것

을 할 수 있다:

> 빠르게 제품 개발

•PCB를 재설계할 필요 없이 파라미터 변경

Knowing the condition and operating status 

of a voltage regulator is perhaps the last 

remaining blind spots in today’s modern electronic 

systems since they do not normally have the means 

for directly configuring or remotely monitoring key 

operating parameters. It’s usually critical for reliable 

operation when regulator output voltage drifts or 

during an over temperature condition, it must be 

detected and acted upon before a potential failure 

event occurs. 

Digital Power System Management (DPSM) 

allows designers to simplify and accelerate 

system characterization, optimization and data 

mining during prototyping, deployment and field 

operation. A DPSM approach to such systems can 

monitor the performance of a voltage regulator and 

report back on its health in so that corrective action 

can be taken prior to it going out of specification 

or even failure. DPSM allows users to act upon the 

information collected from the load and the system 

with the following benefits:

전압 레일에 관한 사각지대를 없애다
Avoiding Voltage Rail Blind Spots

DPSM은 시스템 디자이너가 간단한 PC 연결과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전원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특히 개발 작업과 디버그 작업을 할 때 유용하다. 전원 전압, 한계, 시퀀싱 등을 편리하게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고 가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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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3886은 60V 입력 듀얼 출력 동기 스텝다운

 DPSM 컨트롤러로서, 최대 13.8V의 출력 전압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은 입력 전압으로 동작하므로 

공장 자동화, 산업용, 의료용, 통신, 항공우주

 애플리케이션 같은 혹독한 환경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 빠르게 시스템 특성분석, 최적화, 데이터 마이닝 

가능 

> 부하 측면에서의 이점

•시간과 온도에 대해서 전원 공급 정확도 제어

•마지닝을 실시해서 FPGA 허용오차 테스트

•부하 차단을 해서 시스템 효율 증가 

> 시스템 측면의 이점

• 디지털 액세스를 통해서 보드 레벨 전원 진단 

가능

•시스템 차원의 전력 소모 모니터링 및 추적

•결함 관리/결함 로깅

> 현장 설치 시의 이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력 소모 추이, 변동성 검출

•예방 분석을 함으로써 운영 비용 최소화

•에너지 관리 의사결정

아날로그 전원을 간단한 PC 연결을 사용해서 디지

털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특히 유용

하다. 그럼으로써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고 가동할 

수 있다. 어떤 보드들은 POL(point-of-load) 전압 

레일이 많게는 50개까지 달할 수 있으며, 시스템 디자

이너가 쉽고 빠르게 전원 전압을 모니터링 및 조절하

고, 파워업/파워다운을 시퀀싱하고, 동작 전압 한계를 

설정하고, 전압, 전류, 온도 같은 파라미터를 읽고, 상

세한 결함 기록을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한 시

스템에서 전원 레일을 엄격하게 제어하면서 최대의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확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시스템으로 DPSM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전

> Faster Time-to-Market

• Change power parameters without re-

spinning the PCB

• Perform quick system characterization, 

optimization and data mining 

> Load-Level Benefits

• Control power supply accuracy over time and 

temperature

•Margining to test FPGA tolerances

•Increase system efficiency by load shedding 

> System-Level Benefits

•Digital access to board level power diagnostics

• Monitor and pinpoint system wide power 

consumption

•Fault management/fault logging

> Deployment Benefits

• Power consumption trends, detect fluctuations 

& changes over time

• Develop predictive analytics to minimize 

operating costs

•Make energy management decisions

Digital control over analog power supplies 

with a simple PC connection is especially valuable 

during the development stage to get systems up 

and running quickly. There can be as many as 50 

point-of-load (POL) voltage rails on some boards 

and the system designer needs to be able to quickly 

and easily monitor and adjust supply voltages, 

sequence supplies up/down, set operating voltage 

limits and read parameters such as voltage, current 

and temperature as well as access detailed fault 

logging. High accuracy is extremely important in 

these systems to maintain tight control over the 

rails while achieving maximum performance.  

DPSM is rapidly being adopted in many sys-



원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다수

의 전압을 자율적으로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Linear Technology는 바로 이러한 용도로 다양한 

디지털 전원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새로운 

제품으로 LTC3886을 추가하였다.

LTC3886은 60V 입력 듀얼 출력 동기 스텝다운 DPSM 

컨트롤러로서, 최대 13.8V의 출력 전압을 제공할 수 있

다. 이처럼 높은 입력 전압으로 동작하므로 공장 자동

화, 산업용, 의료용, 통신, 항공우주 애플리케이션 같은 

혹독한 환경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LTC3886은 듀얼 또는 단일 출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최대 6개 위상 공유를 통해 최대 120A에 이

르는 부하 전류를 제공할 수 있다. 2위상, 3위상, 4위

상, 6위상 동작으로 인터리브 클록 페이징(interleaved 

clock phasing)을 사용하면 입력 및 출력 리플을 낮출 

수 있으며, 입력 및 출력 커패시턴스를 줄일 수 있다. 또

tems because of its ability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power system and its ability 

to autonomously control and supervise many 

voltages. Linear Technology has several digital power 

products that enable this level of functionality and 

the recently released LTC3886 is an example.

The LTC3886 is a 60V input dual output 

synchronous step-down DPSM controller that 

can produce an output voltage up to 13.8V. This 

higher input voltage is ideal for harsh environments 

commonly found in factory automation, industrial, 

medical, communications and avionic applications. 

The LTC3886 can be configured for dual or 

single output and is stackable up to 6 phases to 

support load current as high as 120A. Interleaved 

clock phasing for 2-, 3-, 4- or 6-phase operation 

전압 레일에 관한 사각지대를 없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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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TC3886을 사용해서 48VIN을 5V/15A 및 12V/15A로 변환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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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렬 I2C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시스템 디

자이너와 원격 작업자가 시스템 전원 조건 및 전력 소모

를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전원 파라미터를 디

지털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제품 개발 시간과 시스템 중

단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리

적인 하드웨어, 회로, 시스템 BOM(bill of materials) 변

경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LTC3886의 2와이어 직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출

력을 마지닝하고, 튜닝하고, 시퀀싱 지연 시간을 사용

해서 프로그램 된 슬루율로 상승 및 하강시킬 수 있다. 

또한 입력 및 출력 전류 및 전압, 출력 전력, 온도, 가동

시간, 피크 값 같은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 LTC3886과 

Linear Technology의 여타 DPSM 제품의 동작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LTpowerPlayⓇ를 사용

할 수 있다. LTpowerPlay는 기술상 수상 경력의 사용

자 친화 GUI이다.=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DPSM 제품을 기존 임베

디드 시스템 및 아키텍처, 보드 탑재 컨트롤러(BMC), 

지능 플랫폼 관리 인터페이스(IPMI) 기능과 매끄럽게 

통합할 수 있다. 작업을 단순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조기의 하드웨어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서 

PC 상에서 실행되는 GUI와 USB-대-PMBus 통신 

컨버터 툴(흔히 동글이라 함)을 통해서 DPSM 디바이

스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 GUI 상에서 전력 소

모, 전압, 시퀀싱, 마지닝, 결함 로그 기록까지도 포함

한 모든 주요 동작 파라미터를 제어 및 모니터링할 수 

있다. 

50개 혹은 그 이상의 전원 레일을 포함하는 시스템 

보드가 드물지 않다. 이러한 보드들은 부품들이 밀집되

reduces the input and output ripple, reducing 

input and output capacitance. Its serial I2C-based 

interface enables system designers and remote 

operators to command and supervise a system’s 

power condition and consumption. The capability 

to digitally change power supply parameters reduces 

time-to-market and down time, eliminating what 

would typically require physical hardware, circuit or 

system bill-of-material modifications. 

The LTC3886’s 2-wire serial interface allows 

outputs to be margined, tuned and ramped up and 

down at programmable slew rates with sequencing 

delay times. Input and output currents and voltages, 

output power, temperatures, uptime and peak 

values are all readable.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LTC3886 and other Linear Technology DPSM 

products, it is necessary to download a free copy of 

the LTpowerPlayⓇ award winning user friendly GUI. 

This interface provides a means for DPSM 

products to seamlessly integrate with existing 

embedded systems and architectures, board 

mount controllers (BMCs) and 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 (IPMI) functions. For 

simplicity and ease of use, especially at the earliest 

stages of hardware development and testing, it is 

common to interact with DPSM devices through 

a GUI running on a PC and through a USB-to-

PMBus communications converter tool (commonly 

called a dongle). The GUI can provide control 

and monitoring of key operating parameters such 

as power consumption, voltages, sequencing, 

margining, and even fault log records.

Since it is not uncommon for a system board 

to have 50 or more power rails, these types of 

boards are usually densely populated and the 

DPSM circuitry cannot take up too much space. 

LTC3886의 2와이어 직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출력을 

마지닝하고, 튜닝하고, 시퀀싱 지연 시간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된 슬루율로 상승 및 하강시킬 수 있다.

 또한 입력 및 출력 전류 및 전압, 출력 전력, 온도,

 가동시간, 피크 값 같은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



게 탑재되므로 DPSM 회로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

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많은 수의 레일을 손쉽게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솔루션

은 자율적으로 동작하거나 시스템 호스트 프로세서와 

통신해서 텔레메트리 정보를 요구하고 제어하고 보고

해야 한다.

맺음말

DPSM은 시스템 디자이너가 간단한 PC 연결과 디

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전원장치를 제어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특히 개발 작업과 디버

그 작업을 할 때 유용하다. 전원 전압, 한계, 시퀀싱 등

을 편리하게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빠

르게 구축하고 가동할 수 있다. 또한 마지닝 테스트를 

더 손쉽게 할 수 있다. 전체적인 테스트를 I2C/PMBus

를 통해서 몇 개의 명령만을 사용해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DPSM은 사용자에게 전력 소모에 관한 데이터

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지능적인 에너지 관리 의사결정

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원 장치 건전성과 관련해서 OEM에게 

전원 시스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DC/DC 컨

버터에 관련된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시간과 온도 조건에 따른 레귤레이터의 출력 전압 드리

프트를 검출하고 실제 결함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보드가 반품되었을 때 결함 기록을 확

인해서 어떤 결함이 발생되었는지,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보드 온도는 얼마이고 시간은 언제였는지를 알 수 있

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신속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지정된 동작 한계를 벗어났

는지, 향후의 제품을 어떻게 개선할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레일 수가 많은 시스템이고 OEM이 전압 레

일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경우에 디지털 전

원 시스템 관리(DPSM)가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

다. SN

Furthermore, it must be easy to use and be able 

to control a high number of rails. Such solutions 

must operate autonomously or communicate with a 

system host processor for command, control and to 

report telemetry information. 

Conclusion

DPSM creates a tool for system designers to 

control power supplies with a simple PC connection 

and digital interface. This capability is valuable 

during the development and debug stage, enabling 

designers to get their systems up and running 

quickly with the ability to control and adjust supply 

voltages, limits and sequencing. Margin testing is 

easier since the entire test can be controlled by a 

couple of commands over an I2C/PMBus. 

DPSM provides the user with power consumption 

data, allowing for smart energy management 

decisions to be made, which can reduce overall 

power consumption. Power system data can be sent 

back to the OEM about the power supplies health, 

effectively opening up the blind spot with regards 

to a DC/DC converters well. A regulator’s output 

voltage drift over time or an over temperature 

condition can be detected and acted upon before a 

potential failure event occurs. If a board is returned, 

the fault log can be read back to determine which 

fault occurred, the board temperature and the 

time at which the fault happened. This data can 

be used to quickly determine the root cause, or if 

the system was operated outside of its specified 

operating limits or to improve the design of future 

products. For high rail count systems and OEM’s 

that want to avoid voltage rail blind spots, Digital 

Power System Management is a powerful tool.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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