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류 모드 제어는 높은 신뢰성, 단순한 루프 보상 설

계, 그리고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하 공유 기

능으로 스위칭 모드 전원장치에 널리 사용된다. 전류 

감지 신호는 출력을 레귤레이트하고 과전류 보호를 제

공하는 데 사용되므로 전류 모드 스위치 모드 전원장치 

설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림 1은 LTC3855 동기

식 스위칭 모드 스텝다운 전원장치를 위한 전류 감지 회

로를 보여준다. LTC3855는 주기 별 전류 제한 기능을 

갖는 전류 모드 제어 디바이스이다. 감지 저항 RS이 전

류를 모니터링한다.

Current-mode control is widely used for 

switching mode power supplies due to its 

high reliability, simple loop compensation design, 

and simple and reliable load sharing capability. The 

current sense signal is an essential part of a current-

mode switch mode power supply design; it is used 

to regulate the output and also provides overcurrent 

protection. Figure 1 shows the current sensing 

circuit for an LTC3855 synchronous switching 

mode step-down power supply. The LTC3855 is 

a current-mode control device with 

cycle-by-cycle current limiting. The 

sense resistor RS monitors the current.

Figure 2 shows a scope image of the 

inductor current for two cases: in one 

case, with a load that the inductor current 

is capable of driving (red line), and in 

the second case, where the output short 

circuited (purple line).

Initially, the peak inductor current is 

set by the inductor value selected, the 

power switch ON time, the inpu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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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인덕터 전류의 스코프 

이미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인덕터 전류가 구동 가능한 

부하를 갖는 경우(적색 선)이고, 다른 하나는 출력 단락 

회로가 발생한 경우(보라색 선)이다. 

초기에 피크 인덕터 전류는 선택된 인덕터 값, 전원 

스위치 온(ON) 타임, 회로의 입력 및 출력 전압, 부하 

전류(그래프의 ‘1’)에 의해 설정된다. 단락 회로가 적용

되면 인덕터 전류가 RS × IINDUCTOR (IL)가 최대 전

류 감지 전압과 같아지는 지점의 전류 제한에 닿을 때까

지 빠르게 상승함으로써 디바이스와 다운스트림 회로

를 모두 보호한다(그래프의 ‘2’). 이후 내장된 전류 폴드

백 제한(그래프의 ‘3’)이 인덕터 전류를 추가로 감소시

켜 열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전류 감지는 다른 목적에도 이용된다. 전류 감지는 

다 위상 전원 설계에서 정확한 전류 공유를 가능하게 한

다. 경부하 전원 설계의 경우 전류 감지는 역 전류 흐름

을 방지하여(역 전류는 인덕터를 통해 반대 방향으로, 

즉 출력에서 입력으로 흐르는 전류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손상을 줄 수 있

다)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 위상 애

플리케이션이 부하가 낮을 경우 전류 감지를 사용하

면, 필요한 위상의 수를 감소시켜 회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전류 소스를 필요로 하는 부하에서 전류 감지는 

LED 구동, 배터리 충전, 레이저 구동과 같은 애플리케

output voltages of the circuit, and the 

load current (signified by “1” on the 

plot). When the short circuit is applied, 

the inductor current quickly ramps 

upward until it hits the current limit 

at the point where RS × IINDUCTOR 

(IL) equals the maximum current sense 

voltage―protecting both the device 

and downstream circuitry (signified by 

“2” on the plot). After that, the built-in 

current foldback limit (number “3” on 

the plot) further reduces the inductor 

current to minimize thermal stress.

Current sensing also serves other purposes. It 

allows accurate current sharing in a multiphase 

power supply design. With lightly loaded power 

designs, it can be used to increase efficiency by 

preventing reverse current flow (reverse currents 

are currents that flow the opposite way through 

the inductor, from output to input, which may 

be undesirable or even destructive in some 

applications). In addition, when a multiphase 

application is lightly loaded, current sensing can 

be used to reduce the number of phases needed, 

which increases circuit efficiency. For loads that 

require a current source, current sensing can turn 

the power supply into a constant current source for 

applications such as LED driving, battery charging, 

and driving lasers.

In Part 2 of this series, “Where to Place the 

Current Sense Resistor,” we cover in which leg of 

the circuit to place the current sense resistor and 

how it affect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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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감지 저항의 배치 
Part 2: Where to Place the Sense Resistor

이션을 위한 정전류 소스로 전원을 전환할 수 있다. 

이 시리즈의 제2부 ‘전류 감지 저항의 배치’에서는 

전류 감지 저항을 회로에 배치하는 위치와 이러한 배치

가 동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소프트웨어

LTspice

LTspiceⓇ 소프트웨어는 강력하고 빠른 무료 시뮬레

이션 툴이며 회로도 캡처, 파형 뷰어를 포함하고 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시뮬레이션을 향상시키는 강화된 

기능과 모델을 제공한다. 

LTpowerCAD

LTpowerCAD™ 설계 툴은 전원 설계 작업을 매우 

쉽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전원 설계 툴 프로그램이다. 

이 툴은 사용자를 솔루션으로 안내하고, 전력 단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상세한 전원 효율과 신속한 루프 보

드 선도 안정성 및 부하 과도현상 분석을 보여주며, 최

종 설계를 LTspice에 보내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다.

Software

LTspice

LTspiceⓇ software is a powerful, fast, and free 

simulation tool, schematic capture, and waveform 

viewer with enhancements and models for 

improving the simulation of switching regulators.

LTpowerCAD

The LTpowerCAD™ design tool is a complete 

power supply design tool program that can 

significantly ease the tasks of power supply design. 

It guides users to a solution, selects power stage 

components, provides detailed power efficiency, 

shows quick loop Bode plot stability and load 

transient analysis, and can export a final design to 

LTspice for simulation.

전류 감지 저항의 배치는 스위칭 레귤레이터 아키

텍처와 함께 감지되는 전류를 결정한다. 감지되

는 전류에는 피크 인덕터 전류, 밸리 인덕터 전류(연속 

전도 모드에서 인덕터 전류의 최소 값), 평균 출력 전류

가 포함된다. 감지 저항의 위치는 전력 손실, 잡음 계산 

및 감지 저항 모니터링 회로에서 나타나는 공통 모드 전

압에 영향을 미친다. 

The placement of the current sense resistor, 

in conjunction with the switching regulator 

architecture, determines what current is being 

sensed. Currents that are sensed include the peak 

inductor current, the valley inductor current (the 

minimum value of the inductor current when in 

continuous conduction mode), and the average 

output current. The location of the sense resistor 

affects power loss, noise calculation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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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 레귤레이터 하이사이드 배치

스텝다운(벅) 레귤레이터의 경우 전류 감지 저항

은 여러 위치에 놓을 수 있다. 상단 MOSFET의 하이

사이드에 배치할 경우(그림 1), 전류 감지 저항은 상단 

MOSFET이 켜져 있을 때 피크 인덕터 전류를 검출하므

로 피크 전류 모드 제어 전원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단 MOSFET이 꺼져 있고 하단 MOSFET이 켜져 있

을 때 감지 저항은 인덕터 전류를 측정하지 않는다.

이 구성에서는 상단 MOSFET의 턴온 에지가 강한 

스위칭 전압 링잉을 갖기 때문에 전류 감지에 잡음이 존

재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긴 전류 비

교기 블랭킹 시간(비교기가 입력을 무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최소 스위치 온(ON) 타임을 제

한하고, 최소 듀티 사이클(듀티 사이클 = VOUT/VIN) 및 

최대 컨버터 스텝다운 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하이

사이드 구성에서는 매우 큰 공통 모드 전압(VIN) 상단에 

전류 신호가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벅 레귤레이터 로우사이드 배치

그림 2에서 감지 저항은 하단 MOSFET 아래 배치되

었다. 이 구성에서 감지 저항은 밸리 모드 전류를 검출

한다. 전력 손실을 더욱 낮추고 부품 비용을 절감하려

면 외부 전류 감지 저항  없이 하단 FET RDS(ON)을 사

common-mode voltage seen by the sense resistor 

monitoring circuitry.

Buck Regulator High-Side Placement

For a step-down (buck) regulator, the current 

sense resistor can be placed in several locations. 

When placed on the high side of the top MOSFET 

(as shown in Figure 1), it detects the peak inductor 

current when the top MOSFET is on and, thus, can 

be used for peak current mode controlled supplies. 

However, it does not measure inductor current 

when the top MOSFET is off and the bottom 

MOSFET is on.

In this configuration, current sensing can 

be noisy because the turn-on edge of the top 

MOSFET has strong switching voltage ringing. To 

minimize this effect, a long current comparator 

blanking time (the time during which the 

comparator ignores the input) is needed. This limits 

the minimum switch ON time and can limit the 

minimum duty cycle (duty cycle = VOUT/VIN) and 

maximum converter step-down ratio. Note in the 

high-side configuration, the current signal can 

be riding on top of a very large common-mode 

voltage (VIN).

Buck Regulator Low-Side Placement

In Figure 2, the sense resistor is placed below 

the bottom MOSFET. In this configuration it 

detects the valley mode current. To further reduce 

power loss and save component cost, the bottom 

FET RDS(ON) can be used to sense current without 

using an external current sensing resistor .

This configuration is usually used for a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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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전류를 감지할 수 있다. 

이 구성은 주로 밸리 모드 제어 전원에 사용된다. 이 

구성은 잡음에 민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듀티 사이클

이 크면 민감하다. 밸리 모드 제어 벅 컨버터는 높은 스

텝다운 비를 허용한다. 그러나 고정 및 제어되는 스위

치 온 타임으로 인해 최대 듀티 사이클은 제한된다.

인덕터와 직렬로 벅 레귤레이터 배치

그림 3에서 전류 감지 저항 은 연속적인 인덕터 전류

를 검출할 수 있도록 인덕터와 직렬로 배치되며, 평균 

전류 모니터링과 피크 또는 밸리 전류 모니터링에 사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성은 피크, 밸리 또는 평균 전

류 모드 제어가 가능하다.

이 감지 방법은 가장 우수한 신호 대 잡음비 성능을 

제공한다. 외부 은 언제나 정확한 전류 제한과 공유를 

위해 매우 정확한 전류 감지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러나 은 동시에 추가적인 전력 손실과 부품 비용을 발생

시킨다. 전력 손실과 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부  없이 인

덕터 권선 dc 저항(DCR)을 사용하여 전류를 감지할 수 

있다. 

부스트 및 인버팅 레귤레이터의 하이사이드 배치

스텝업(부스트) 레귤레이터의 경우 감지 저항을 인

mode controlled power supply. It can also be 

sensitive to noise, but in this case it is sensitive 

when the duty cycle is large. A valley mode 

controlled buck converter allows high step-down 

ratios; however, its maximum duty cycle is limited 

due to its fixed/controlled switch ON time.

Buck Regulator Placement in Series with 

the Inductor

In Figure 3, the current sensing resistor  is 

placed in series with the inductor so it can detect 

the continuous inductor current, which can be used 

for average current monitoring and peak or valley 

current monitoring. Accordingly, this configuration 

allows peak, valley, or average current-mode 

controls.

This sensing method provides the best signal-

to-noise ratio performance. An external  usually 

can provide a very accurate current sensing signal 

for accurate current limit and sharing. However, the  

also causes additional power loss and component 

cost. To reduce the power loss and cost, the 

inductor winding dc resistance (DCR) can be used 

to sense current without an exter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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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터와 직렬로 배치해 하이사이드 감지를 제공할 수 있

다(그림 4).

부스트는 연속 입력 전류를 가지므로 삼각파가 발생

하고 전류가 연속적으로 모니터링된다.

부스트 및 인버팅 레귤레이터의 로우사이드 배치

또한 그림 5에서 보듯이 감지 저항을 하단 MOSFET

의 로우사이드에 배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피크 스

위치 전류(피크 인덕터 전류이기도 함)가 모니터링되므

로 사이클의 절반마다 전류 파형이 발생한다. MOSFET 

스위칭으로 인해 전류 신호는 강한 스위칭 잡음을 갖

는다.

벅-부스트 로우사이드 감지 저항 배치 또는 

인덕터와 직렬 배치

아래의 그림 6에 보이는 4스위치 벅-부스트 컨버터

는 감지 저항을 로우사이드에 배치한 것이다. 컨버터는 

입력 전압이 출력 전압보다 훨씬 높으면 벅 모드로 동

작하고, 입력 전압이 출력 전압보다 훨씬 낮으면 부스

트 모드로 동작한다. 이 회로에서 감지 저항은 4스위치 

H-브리지 구성의 아래쪽에 배치되었다. 디바이스의 

모드(벅 모드 또는 부스트 모드)는 모니터링되는 전류

를 결정한다.

벅 모드(스위치 D가 항상 켜지고 스위치 C가 항상 

꺼지는)에서 감지 저항은 하단 스위치 B 전류를 모니터

링하고, 전원은 밸리 전류 모드 벅 컨버터로 동작한다.

Boost and Inverting Regulators’ High-Side 

Placement

For a step-up (boost) regulator, the sense 

resistor can be placed in series with the inductor 

providing high-side sensing (Figure 4).

Since the boost has continuous input current, 

a triangular waveform results and current is 

continuously monitored.

Boost and Inverting Regulators’ Low-Side 

Placement

The sense resistor can also be placed on the low 

side of the bottom MOSFET, as shown in Figure 

5. Here, the peak switch current (which is also the 

peak inductor current) is monitored, resulting in 

a current waveform every half cycle. Due to the 

MOSFET switching, the current signal has strong 

switching noises.

Buck-Boost Low-Side SENSE Resistor 

Placement or in Series with the Inductor

A 4-switch buck-boost converter is shown 

below in Figure 6 with the sense resistor on the 

low side. The converter operates in buck mode 

when the input voltage is much higher th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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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하이사이드  배치 부스트 컨버터

그림 5. 로우사이드  배치 부스트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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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트 모드(스위치 A가 항상 켜지고 스위치 B가 항

상 꺼지는)에서 감지 저항은 하단 MOSFET(C)과 직렬

로 연결되며, 인덕터 전류가 상승하면 피크 전류를 측

정한다. 이 모드에서는 밸리 인덕터 전류가 모니터링되

지 않기 때문에 전원이 경부하 조건에 있을 때 네거티브 

인덕터 전류를 검출하기 어렵다. 네거티브 인덕터 전류

는 단순히 에너지가 출력에서 역으로 입력으로 흐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전달과 관련된 손실로 인해 

효율이 나빠진다. 경부하 효율이 중요한 배터리 구동 

시스템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전류 감지 방법

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 7의 회로는 감지 저항을 인덕터와 직렬로 배치

하여 인덕터 전류 신호를 벅 모드와 부스트 모드에서 모

두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다. 이 경우 전류 감지 이 높은 스위칭 잡음을 갖는 SW1 

노드에 연결되므로 내부 전류 비교기에 충분한 블랭킹 

시간을 주도록 컨트롤러 IC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추가적인 감지 저항을 입력 전류 제한을 위해 입력

output voltage, and in boost mode when the input 

voltage is much lower than the output voltage. 

In this circuit, the sense resistor is located at the 

bottom of the 4-switch H-bridge configuration. 

The mode of the device (buck mode or boost 

mode) determines what current is being monitored.

In buck mode (Switch D always on, Switch C 

always off) the sense resistor monitors the bottom 

side Switch B current and the supply operates as a 

valley current mode buck converter.

In boost mode (Switch A always on, Switch B 

always off) the sense resistor is in series with the 

bottom MOSFET (C) and measures peak current 

as the inductor current rises. In this mode, since 

the valley inductor current is not monitored, it is 

difficult to detect the negative inductor current 

when the supply is in light load condition. Negative 

inductor current means energy is simply being 

transferred from the output back to the input―but 

due to losses associated with the transfer, efficiency 

suffers. For applications such as battery-powered 

systems for which light load efficiency is important, 

this current sensing method is undesirable.

The circuit of Figure 7 resolves this issue by 

placing the sense resistor in series with the inductor 

so that the inductor current signal is continually 

measured in both buck and boost modes. Since 

current sensing  is connected to the SW1 node that 

has high switching noises, the controller IC needs 

to be carefully designed to allow sufficient blanking 

time for the internal current comparator.

An additional sense resistor can also be added at 

the input for input current limiting or at the output 

(as shown below) for constant output current 

applications such as battery charging or driving 

LEDs. In this case, since the average input or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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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를 로우사이드에 배치한 벅-부스트

그림 7. 을 인덕터와 직렬로 연결한 LT8390 벅-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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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가하거나 배터리 충전 또는 LED 구동과 같은 고정 

출력 전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출력에(아래 그림) 추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 입력 또는 출력 전류 신호가 

필요하므로 강한 RC 필터를 전류 감지 경로에 추가하

여 전류 감지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대부분 전류 감지 요소는 감지 저항

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으며, 그렇

지 않은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감지 기법으로

는 MOSFET에서의 전압 강하 또는 인덕터의 dc 저항

(DCR)을 사용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이러한 전류 감지 

기법에 대해서는 제3부 ‘전류 감지 방법’에서 설명하기

로 한다. 

소프트웨어

LTspice

LTspiceⓇ 소프트웨어는 강력하고 빠른 무료 시뮬레

이션 툴이며 회로도 캡처, 파형 뷰어를 포함하고 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시뮬레이션을 향상시키는 강화된 

기능과 모델을 제공한다. 

LTpowerCAD

LTpowerCAD 설계 툴은 전원 설계 작업을 매우 쉽

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전원 설계 툴 프로그램이다. 이 

툴은 사용자를 솔루션으로 안내하고, 전력 단 구성요소

를 선택하고, 상세한 전원 효율과 신속한 루프 보드 선

도 안정성 및 부하 과도현상 분석을 보여주며, 최종 설

계를 LTspice에 보내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다. SN

current signal is needed, a strong RC filter can be 

added to the current sensing path to reduce current 

sensing noise.

In most of the above examples the current 

sensing element is assumed to be a sense resistor. 

However, this does not have to be and often is 

not the case. Other sensing techniques include 

using the voltage drop across a MOSFET or the dc 

resistance (DCR) of the inductor. These current 

sensing methods are addressed in Part 3 “Current 

Sensing Methods.”

Software

LTspice

LTspiceⓇ software is a powerful, fast, and free 

simulation tool, schematic capture, and waveform 

viewer with enhancements and models for 

improving the simulation of switching regulators.

LTpowerCAD

The LTpowerCAD design tool is a complete 

power supply design tool program that can 

significantly ease the tasks of power supply design.  

It guides users to a solution, selects power stage 

components, provides detailed power efficiency, 

shows quick loop bode plot stability and load 

transient analysis, and can export a final design to 

LTspice for simulation. SN

스위치 모드 전원장치의 전류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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