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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뢰성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결함을 견딜 

수 있는 설계 기법을 적용하고 예상되는 환경 조

건과 규격 요건을 충족하는 적합한 부품들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고신뢰성 전원장치를 구현하기 위해

서 중복성, 회로 보호, 원격 시스템 관리 기능을 포함하

는 반도체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본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안전성 기능의 도입으로 디자인을 간소

화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

한다.

고신뢰성 전원장치의 요구사항

이상적인 고신뢰성 시스템은 단 하나의 결함이라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는 

결함을 차단하고 조금의 성능 저하를 감수하고서라도 

동작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결함을 차단해서 하위 

또는 상위 장치들로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하를 동적으로 공유하거나 또는 

한 쪽이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다른 쪽이 대체하는 형태

로 중복성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결함을 검출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회로를 필요로 하므로 

전체적인 복잡성과 비용을 증가시킨다. 또 어떤 시스템

The design of high reliability systems 

encompasses the use of fault tolerant design 

techniques, the selection of suitable components to 

meet the anticipate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ompliance to standards. 

This article focuses on semiconductor solu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high reliability power 

supplies including redundancy, circuit protection 

and remote systems management. It will highlight 

how improvements in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new safety features can simplify design and 

enhance component reliability. 

Requirements of High Reliability Power 

Systems

In a perfect world a high reliability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avoid single point failures 

and provide a means of isolating faults in such 

a way that operation may continue perhaps at a 

reduced performance level. It should also be able to 

contain faults to avoid propagation to dow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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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우에는 병렬적 회로를 상이한 것을 사용해서 다

양성을 높이고 동일한 결함 메커니즘으로 인한 위험성을 

피할 수 있다. 항공기 비행 제어 시스템이 그런 예이다.

시스템 복잡성이 높아지면 전원장치로의 부담이 가

중된다. 그러므로 높은 변환 효율과 우수한 열 관리가 

요구된다. IC의 접합부 온도가 10℃ 높아질 때마다 IC

의 수명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글에서 설명하듯이, 

풍부한 기능을 통합한 최신의 전원 IC와 전용적인 전원 

관리 기능들을 사용함으로써 IC와 주변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전원 레귤레이터 안전성 기능

전원 레귤레이터는 과도한 출력 전류가 스스로나 하

위 장치들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갈수록 

더 정밀하고 정교한 형태의 전류 제한을 사용하고 있

다. 또한 역 배터리 보호, 전류 제한, 열 제한, 역 전류 

방지 같은 보호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갈수록 일반화되

고 있다.

바로 그러한 제품이 Linear Technology의 LTC7801 

DC/DC 스위칭 컨트롤러이다. LTC7801은 프로세스 기

술에서나 안전성 기능에서나 향상된 솔루션을 제공한

다. 최대 150V에 이르는 입력 전압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입력 전압이 프로그램 된 동작 범위보다 높게 

or upstream electronics.

Built-in redundancy, either in the form of parallel 

circuits that share the load actively or that wait in 

a standby until a failure occurs, is one solution. In 

each case, fault detection and management requires 

additional overhead circuitry contributing to the 

overall complexity and cost. Some systems also 

create dissimilar parallel circuits to add diversity and 

avoid the risk of a common failure mechanism; this 

is the case for some aircraft flight control systems. 

Increasing system complexity places a greater 

burden on the power supply performance so 

high conversion efficiency and good thermal 

management are critical as for every 10°C 

rise in junction temperature the IC lifetime is 

approximately halved. As we shall see, new feature 

rich power supply ICs and dedicated power 

management functions now provide increased 

protection to the IC itself and the surrounding 

system.

Power Regulator Safety Features

Voltage regulators have seen increasingly more 

accurate and sophisticated 

forms of current limiting to 

avoid excessive output currents 

damaging the device itself or 

downstream components. It 

is also fairly common to find 

internal protection circuitry 

including reverse battery 

protection, current limiting, 

thermal limiting and reverse 

current protection. 

One product that provides 

그림 1. LTC7801 고전압 스텝다운 DC/DC 컨트롤러



상승하면 스위칭을 못하게 하는 보호 기능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입력 전원 트랜션트 보호 회로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부품 수와 솔루션 크기를 줄인다. 또한 과전압 

비교기를 사용해서 전압 오버슈트를 방지함으로써 출

력 또한 잘 보호하며, 폴드백 전류 제한기를 사용해서 

과전류 및 단락 회로 결함 시에 전력 소모를 제한한다. 

또한 인접한 고전압 핀과 저전압 핀 사이에 아크가 

발생되는 위험을 피하도록 핀 간격이 넓은 패키지 옵

션을 제공하므로 물리적인 패키징 측면에서도 안전성

을 높일 수 있다. 항복 전압은 기압이 낮을수록 낮아진

다. 그러므로 항공기 애플리케이션은 LTC7801과 기능

과 성능은 동일하면서 핀 간격이 0.68mm로 두 배인 

LTC3895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결함 허용 LT3007 선형 레귤레이터 같은 제품

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제품은 FMEA(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규격 핀아웃을 적용한 제품으로

서, 인접한 핀들이 서로 단락 되거나 어떤 핀이 플로팅 

되어 있으면 출력을 레귤레이션 전압 수준이나 이보다 

낮게 유지한다.

 

다중의 입력 소스 제어

어떤 전원장치 시스템은 메인 전원에 더해서 중복적 

백업 전원과 외부적 보조 전원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

러한 시스템은 전원들의 우선순위를 중재하고 이들 전

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전원 소스 전환 시에 교차 전도를 하거나 역류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LTC4417 같은 단일 칩 IC는 각기 

입력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전원 임계값에 따라 전

원 소스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두 입력 소스가 동시에 작동하

면서 부하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각 소스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각 소스의 크기를 전체적인 부하 요구량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한 쪽 소스가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다른 쪽이 대체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간단하기는 

an example of improvements in both process 

technology and in safety features is the LTC7801 

DC/DC Switching Controller, it can safely sustain 

input voltages up to 150V and implements a 

protection feature that inhibits switching when the 

input voltage rises above a programmable operating 

range.  This functionality simplifies the input supply 

transient protection circuitry reducing component 

count and solution size. The output is also well 

protected with an overvoltage comparator that 

guards against voltage overshoots while a foldback 

current limiter controls power dissipation during 

overcurrent and short-circuit fault conditions. 

The physical packaging aspects of safety are also 

addressed by offering package options with widely 

spaced pins to avoid the danger of arcing between 

adjacent high voltage and low voltage pins. The 

breakdown voltage reduces with lower air pressure 

so unpressurized aircraft applications can select 

the LTC3895 that offers the same functions and 

performance as the LTC7801 but with a 0.68mm 

double pin spacing package option.

Some products such as the fault tolerant 

LT3007 linear regulator are also available with so 

called FMEA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compliant pinout where the output stays at or 

below the regulation voltage if adjacent pins are 

shorted together or if a pin is left floating.  

 

Controlling Multiple Input Sources 

Power supply systems that contain a main supply 

and a redundant backup with perhaps an external 

auxiliary supply need a system to arbitrate which 

supply has priority and to monitor their status. 

Furthermore, it must protect the system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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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효율적인 다이오드 OR 구성을 많이 사용했

다. 하지만 이 방법은 부하를 밸런싱 하기 위해서 각 전

원으로 동적 제어를 필요로 했다. 그림 2는 이제는 이것

을 어떻게 단일 칩 솔루션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지 보

여준다. LTC4370은 역 차단 기능을 포함하는 전류 공유 

컨트롤러로서, 한 쪽 전원으로 결함이 발생되더라도 전

체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트랜션트 및 회로 보호

군용 및 항공기 전자 장비는 MIL-STD-1275(자동

차)와 MIL-STD-704/DO-160(항공기) 같은 트랜션

트 보호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전압 서지, 스파

이크, 리플에 대한 보호는 어떤 고신뢰성 시스템으로든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용도로는 LT4364 같은 제품

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00V 양방향 회로 차단기 제품인 LTC4368은 

그 외에도 다양한 회로 보호 기능을 포함한다. 이 제품

은 너무 높거나 낮은 전원 전압이나 음의 전압까지도 방

지하고 순방향 및 역방향으로 과전류 결함을 방지하는 

보호 기능들을 포함한다.

갈수록 더 정교한 보호 및 안전성 기능들을 포함한 

이러한 새로운 제품들을 사용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cross-conducting and back-feeding during source 

switching. Single chip ICs such as the LTC4417, 

provide one solution automatically selecting the 

source based on validation of user defined supply 

thresholds for each input. 

An alternative approach is to share the 

load between two input sources that operate 

simultaneously, increasing reliability by reducing 

the burden on each source and at the same time 

providing protection against failure of one source if 

they are each suitably sized to support the full load 

requirement. In the past, a simple but inefficient 

diode-OR arrangement might have been adopted 

but that required each supply to have active control 

to balance the loading. Figure 2 shows how this can 

now be accomplished with a single chip solution. 

The LTC4370 is a current sharing controller with 

reverse blocking that prevents a fault in one supply, 

bringing down the power system.

  

Transient and Circuit Protection

Military and aircraft electronics must conform 

to transient protection specifications such as MIL-

그림 2. LTC4370을 사용한 중복 전원 소스 공유

그림 3. 보호 기능을 포함하는 양방향 회로 차단기 제품으로서 LTC4368



회로 디자인을 간소화하고 솔루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디지털 전원 시스템 관리(DPSM)

이러한 새로운 제품들은 아날로그 전원 레귤레이션

의 이점에다 I2C 기반 PMBus 인터페이스를 통한 디지

털 제어를 결합함으로써 전원 시스템을 원격적으로 관

리할 수 있다. 텔레메트리 및 진단 데이터를 사용해서 

부하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다이 온도를 리딩하고, 매

우 높은 정확도로 트리밍과 마지닝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안정성, 효율, 신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디지털 전원 시스템 관리의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소

프트웨어 복잡성이다. 하지만 LTC3815는 간소화된 

PMBus ‘Lite’ 명령어 셋을 사용함으로써 온칩 비휘발성 

메모리나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러므로 디지털 제어 및 모니터링의 이점을 제공하면서

도 디자인을 간소화한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신뢰성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우수한 열 관리가 필수적이다. LTC3815는 두 단

계의 열 임계값과 두 단계의 대응을 사용한다. 내부 다

이 온도가 150℃를 넘으면 PMBus로 과열 조건을 지시

STD-1275 (vehicles) and MIL-STD-704 / DO-160 

(aircraft). However, protection from voltage surges, 

spikes and ripple is desirable in any high reliability 

system and there are products that are dedicated to 

that function such at LT4364. 

There are also a wide variety of circuit protection 

functions available including products such as the 

LTC4368, a 100V Bidirectional Circuit Breaker that 

includes protection from power supply voltages 

that may be too high, too low, or even negative and 

from overcurrent faults in both forward and reverse 

directions. 

In these examples we can observe how new 

products with increasingly sophisticated protection 

and safety feature sets can simplify the application 

circuit design and reduce solution size.

Digital Power System Management

New products are combining the advantages of 

analogue power regulation with digital control over 

an I2C-based PMBus interface to enable remote 

management of power supply systems. Telemetry 

and diagnostics data can be used to monitor load 

conditions, read die temperature and provide 

access for trimming and margining to very high 

accuracy, maximizing system stability, efficiency 

and reliability. 

One concern with digital power supply 

management is the complexity of software, 

however LTC3815 implements a simplified PMBus 

“Lite” command set, with no on-chip non-volatile 

memory or microcontroller it simplifies design 

while providing the benefits of digital control and 

monitoring. 

As previously mentioned good thermal control 

고신뢰성 전원 시스템 용으로 향상된 보호와 안전성 기능을 제공하는 IC 제품들

2017.11   Semiconductor Network   93   



94   Semiconductor Network   2017.11

Application Review

하고 ALERT 핀을 로우(low)로 풀링 해서 PMBus 마스

터에게 알린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170℃를 넘으면 

LTC3815가 과열 조건이 해소될 때까지 출력 레귤레이

션을 포함한 모든 회로를 셧다운 한다. 

상태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시간 기반 유지보

수 일정에서 조건 기반 유지보수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실

제로 결함 조건이 발생되기 앞서 사전에 성능 저하의 가

능성을 알려줄 수 있다.

절연형 시스템

고신뢰성 전원 시스템은 흔히 하위의 교체 가능한 

장치들에서 발생된 결함으로부터 전원 버스를 보호하

기 위해서 절연 벽을 포함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센서

와 엑추에이터 역시도 접지 루프와 공통 모드 간섭으

로부터 잡음이 유입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갈수록 

더 작고 로컬적으로 절연된 전원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이제는 완전한 갈바닉 절연 BGA 모듈 솔루션을 사용

is essential for reliability and the LTC3815 has 

two levels of thermal thresholds and two levels 

of responses. When the internal die temperature 

exceeds 150°C, the overtemperature condition 

is flagged to the PMBus and the ALERT pin pulls 

low to alert the PMBus master. If the temperature 

continues to rise and exceeds 170°C, the LTC3815 

shuts down all circuitry, including output regulation 

until the overtemperature condition has cleared. 

Such systems that can report their status offer the 

opportunity to move from time based maintenance 

schedules to condition based maintenance and can 

potentially highlight performance degradation prior 

to system fault conditions taking hold. 

Isolated Systems

High reliability power supply systems often 

include an isolation barrier to protect the power 

buses from faults in downstream line replaceable 

units. Increasing numbers of sensors and actuators 

are also driving demand for smaller, locally isolated 

power supplies and data interfaces to reduce noise 

induced problems from ground loops and common 

mode interference. There are now complete 

galvanic isolated BGA module 

solutions to simplify design and 

increase reliability. The LTM9100 

Isolated Switch Controller is 

an all-in-one solution for 

controlling, protecting, and 

monitoring high voltage power 

supplies up to 1000VDC. A 

5kVRMS galvanic isolation barrier 

separates the digital interface 

from the switch controller, 

그림 4. 텔레메트리 기능을 포함하는 절연형 스위치 컨트롤러 제품으로서 LTM9100

LTM9100 절연형 스위치 컨트롤러는

최대 1000VDC에 이르는 고전압 전원을

제어하고, 보호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이다.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디자인을 간소화하고 신뢰성을 높

일 수 있게 되었다. LTM9100 절연형 스위치 컨트롤러

는 최대 1000VDC에 이르는 고전압 전원을 제어하고, 

보호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이다. 

5kVRMS 갈바닉 절연 벽이 외부 N-채널 MOSFET이

나 IGBT 스위치를 구동하는 스위치 컨트롤러로부터 디

지털 인터페이스를 차단한다. 부하 전류, 버스 전압, 온

도에 대한 절연 디지털 측정을 I2C/SMBus 인터페이스

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전압 버스에 

대해서 전력 및 에너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IC 선택

이 글에서는 고신뢰성 전원 설계를 간소화하고 디

바이스를 결함 조건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IC 제

품들과 이들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

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애플리케이션의 예상되는 

환경 조건으로 적합한 품질의 적합한 IC 제품을 선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Analog Devices의 Military 

Plastic(군용 플라스틱) 등급 제품은 -55℃~+125℃로 

100% 테스트를 거친 검증된 성능을 제공한다. 그러므

로 혹독한 조건으로 동작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 회로

로 재차 검사나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맺음말

사용자 프로그램 가능한 기능들, 정교한 온칩 보호 

메커니즘, 다수의 통합 기능들을 사용해서 고신뢰성 전

원 시스템의 설계를 간소화하고 전체적인 솔루션 풋

프린트를 소형화할 수 있다. 디지털 전원 시스템 관리

(DPSM)는 전원 시스템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으므로 전원 시스템의 효율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

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신뢰할 수 있는 IC 제품

을 선택함으로써 품질이나 신뢰성 문제가 발생될 가능

성을 줄일 수 있다. SN

driving an external N-channel MOSFET or IGBT 

switch. Isolated digital measurements of load 

current, bus voltage, and temperature are accessed 

via the I2C/ SMBus interface, enabling power and 

energy monitoring of the high voltage bus. 

Component Selection

Most of this article has been dedicated to new 

functions that simplify designing high reliability 

power supplies or product features that protect 

the device from fault conditions or mistreatment. 

However it is critical not to overlook the 

importance of component quality and of selecting 

the correct grade of component for the anticipated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example Analog 

Devices Military Plastic grade provides 100% 

tested and guaranteed performance over -55°C to 

+125°C, avoiding the need for costly rescreening 

or characterization of the component in the 

application circuit where very harsh conditions are 

anticipated.

Conclusions

Design of high reliability power supplies 

have been simplified by user programmable 

features, more sophisticated on-chip protection 

mechanisms and improved integration that reduce 

the overall solution footprint. Digital Power System 

Management provides the means to remotely 

monitor and control power systems and to further 

improve efficiency and reliability. Finally, selecting 

the correct grade of component from a reputable 

supplier will reduce the chance of quality and 

reliability issues. SN

고신뢰성 전원 시스템 용으로 향상된 보호와 안전성 기능을 제공하는 IC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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