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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얼 다이오드(Ideal Diodes) IC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엔지니어들은 이에 대해 잊고 있다. 아이디얼 다

이오드 IC는 MOSFET(산화막 반도체 전기장효과 트랜지스

터)와 연결하기만 하면 전압 강하와 누설 전류를 현저히 낮추

면서 다이오드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아이디얼 다이오드는 주로 3가지 분야에 활용된다. 첫 번

째 분야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기기의 역전압을 간단한 방식으

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배터리와 회로 사이에 다이오

드를 직렬로 연결해 손쉽게 구현된다. 두 번째는 높은 신뢰도

의 이중화 전원 공급장치를 위해 다이오드 OR 회로로 활용하

는 것이다. 마지막은 다이오드 OR 회로(게이트 회로)와 구조

는 동일하지만, 휴대전화를 비롯한 여러 모바일 기기 기판에 

장착된 충전식 배터리와 일반 충전기 사이에서 전원을 선택하

는 선택 회로로 활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디얼 다이

오드(예: MAX16915)는 전원 입력부를 과전압으로부터 보호

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설계자들은 앞서 언급한 3개 응용분야 모두에 일반 다이오

드 대신에 쇼트키 다이오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쇼트키 다이

오드는 순방향 전압 강하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일반 다이오

드 경우 순방향 전류가 1A일 때 전압은 1.1V에서 약 0.45V로 

강하되는 반면 아이디얼 다이오드는 동일한 전류에서 전압이 

Ideal diode ICs are a bit like one of those children that can’t get any attention. These devices can really make 

a difference, but engineers kinda forget about them. Ideal 

diode ICs simply use a MOSFET to act like a diode, but 

with greatly reduced voltage drop and leakage. 

There are three primary applications for ideal diodes. 

One is simple reverse voltage protection for a battery-

operated device. This is simply a diode in series from 

the battery to the application circuit. The second is as a 

diode OR for high-reliability redundant power supplies. 

Last is the same diode OR circuit, but for a selection 

circuit between an on-board rechargeable battery and 

a wall charger—just like your cell phone and many 

portable equipment have. Ideal diodes (such as the 

MAX16915) are also used for overvoltage protection on 

power inputs.

A designer could move from a standard diode to a 

Schottky diode in all three of the applications mentioned. 

That will be a big help with forward voltage drop with the 

voltage going from 1.1V for a standard diode to around 

0.45V at a 1A forward current. But, an ideal diod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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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V까지 강하하며 비용도 높지 않고 크기도 훨씬 작다.

이처럼 전력 소비와 전압 손실을 낮춰주는 아이디얼 다이

오드 IC는 저전압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받는 경우 중요한 요

소이다. 또한 PC 기판에서 차지하는 면적도 작고 쇼트키의 중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준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전류가 1A인 

기기에서 누설 전류가 1mA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데 이러

한 누설 전류는 특히 1차 배터리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

다. 이에 반해 아이디얼 다이오드는 동일 전류에서 온도 변화

에 따른 역방향 누설 전류가 일반적으로 1 A 미만으로 매우 

적다.

아이디얼 다이오드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자체 제작, 외

부 FET(Field Effect Transistor)용 구동칩 사용, FET가 내

장된 기기 사용 등 3가지가 있다. FET 구동에서 중요한 점은 

구동 회로가 MOSFET의 순방향 저압 강하를 제어함으로써 

경로 간 전류의 흐름이 발진 현상 없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디얼 다이오드가 올바르게 구현되면 배터

리 역접속, 과전압, 전류 유입 상황에서 기기를 완벽하게 보

호할 수 있다. 외부 FET를 사용하는 아이디얼 다이오드 컨

트롤러 IC는 최대 정격 전류 5A, 최대 정격 전압 80V로 구현 

가능하다.

완전한 아이디얼 기기에 대한 좋은 사례: 

맥심 MAX40200

맥심 MAX40200는 완전한 아이디얼 기기에 대한 좋은 사

례다. 이 제품은 1.5~5.5V의 공급 전압 범위에서 작동하고 최

대 허용 전류가 1A이며, 0.73mm²의 초소형 4범프 WLP 또는 

SOT23-5 패키지로 제공된다. 온도에 대한 자체 보호 기능도 

있어 섭씨 -40~125도의 온도 범위에서 안전하게 작동한다. 

take you down to 85mV at that current, and they don’t 

cost much. Plus, they are much, much smaller. An ideal 

diode IC reduces power consumption, cuts voltage loss 

(important when coming from a low-voltage battery), 

and will take less PC board area. 

Besides, they solve a big Schottky problem. Schottky 

diodes have a very high reverse leakage—around 1mA 

for the 1A device. This leakage is not good for primary 

batteries, in particular. An ideal diode typically has a 

reverse leakage of less than 1 A over temperature. 

There are three ways to get ideal. You could make your 

own, use a driver IC for an external FET, or use a device 

with an integrated FET. Driving the FET is not as easy 

as you might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drive circuit 

control the forward voltage drop across the MOSFET 

to ensure smooth current transfer from one path to the 

other without oscillation. If the power source fails or 

is shorted, a fast turn-off minimizes reverse current 

transients. Implemented correctly, an ideal diode can 

provide front-end protection against reverse battery 

conditions, overvoltage transients, and inrush current. 

Ideal diode controller ICs, using external FETs, are 

available with current ratings up to 5A and voltage rating 

to 80V.

One Great Example

A great example of a complete ideal diode device 

is Maxim’s MAX40200, which operates from a supply 

voltage of 1.5V to 5.5V, handles up to 1A, and comes 

in a tiny 0.73mm square 4-bump WLP or a SOT23-5 

package. It is thermally self-protecting and works over 

-40° to 125°C. When disabled, the MAX40200 blocks 

voltages up to 6V in either direction.

The functional diagram in Figure 1 shows a unique 

symbol for the internal FET. The p-channel FE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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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화 시 양방향에서 최대 6V 전압을 차단한다.

그림 1의 기능 다이어그램에서는 내부 FET의 고유 기호를 

보여준다. P채널 FET에는 회로가 추가되어 드레인소스 전압

을 감지하고, 게이트 구동 기능에 더해 FET 다이오드의 역방

향 바이어스를 유지해준다.

이 아이디얼 다이오드는 일반 다이오드와 달리 정류용으로

는 적합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공급 전류가 60Hz 유도결

합 AC인 경우 회로의 정류부에는 일반형 다이오드를 사용해

야 한다. MAX40200은 여러 DC 공급 전류를 선택하는 애플

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 칩은 최대 100mA 순방

향 전류에서 최대 20mV 정전압 강하를 나타낸다. 또한 1A의 

최대 정격 순방향 전류에서 전압 강하가 약 90mV까지 증가하

며 이처럼 낮은 전압 강하는 전력 효율을 높이고 배터리 작동

시간을 늘려준다. 

역동적(Dynamic) 특성의 일례로 MAX40200가 2개 탑재

된 회로에서 AAA 배터리는 최대 3V까지 1Ah 용량을 유지

한다. 1A에서 쇼트키 다이오드의 경우 전압 강하가 0.36V인 

반면 MAX40200은 0.09V에 불과해 0.27V 차이에 해당하는 

0.27Wh가 절감되어 기기의 작동 시간이 1A 최대 부하에서 

15분 연장된다.

MAX40200 IC는 섭씨 12도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이

력현상)와 함께 과열 차단온도가 약 154도로 설정돼 전류가 

500m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온도를 넘지 않도록 설계에 

유의해야 한다. WLP 패키지 열 성능은 실제적으로 SOT 패키

지 열 성능보다 우수하다.

MAX40200의 다이내믹 반응은 제품의 애플리케이션 참고 

사항인 ‘다이오드 OR 회로에 응용 시 MAX40200가 보이는 정

적/동적 특성(Static and Dynamic Behavior of the MAX40200 

added circuitry to sense the MOSFET drain-to-source 

voltage and, in addition to driving the gate, keep the 

body diode reverse biased. 

It should be noted that, unlike normal diodes, 

this “ideal diode” is not suited for rectifying AC. In 

applications where the supply is an inductively coupled 

60Hz AC, conventional diodes should be used for the 

rectification part of the circuitry. MAX40200 is designed 

to be used in applications to switch between different 

DC sources. The chip exhibits a regulated ~20mV voltage 

drop up to 100mA of forward current. Above that, the 

forward drop increases to roughly 90mV at the maximum 

rated forward current of 1A. This small voltage drop will 

increase efficiency and significantly increase battery 

operation times. The IC’s dynamic response is detailed 

in an application note, “Static and Dynamic Behavior of 

the MAX40200 in a Diode ORing Application.” And, an 

evaluation kit, MAX40200EVKIT, is available.

For example, a AAA battery has 1Ah capacity at ~3V 

for two cells. If a Schottky diode drops 0.36V at 1A and 

our MAX40200 drops only 0.09V, the 0.27V difference 

yields 0.27Wh saved. So your device will run an extra 

quarter hour at the 1A maximum load.

그림 1. MAX40200 아이디얼 다이오드 전류 스위치

MAX40200의 다이내믹 반응은 제품의

 애플리케이션 참고 사항인 ‘다이오드 OR 회로에

 응용 시 MAX40200가 보이는 정적/동적 특성’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평가 키트인 

MAX40200EVKIT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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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Diode ORing Application)’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평

가 키트인 MAX40200EVKIT도 제공된다. 

IC에 대한 추가 예시

MAX16141 아이디얼 다이오드 컨트롤러는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예시와는 기능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역전류, 과전류, 

입력 과전압 및 저전압, 온도 과부하 상태에서 시스템을 보호

해주며, 잘못된 입력 전원을 차단하고 격리한다. 이 IC는 3.5V

에서 36V에 이르는 넓은 작동 전압 범위와 5 A(일반)의 낮은 

차단전류 덕분에 자동차용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이며 자동

차 산업용 부품으로도 인증 받았다.

그림 3 회로에서 MAX16141의 차지 펌프(Charge Pump)

는 연이은 외부 nFET의 게이트 전압을 전원 결선부에 비해 

9V까지 높여준다. 빠른 속도로 작동하는 비교 회로가 있어 입

력 전압이 출력 전압보다 낮아지면 발생 시점으로부터 최대 

1 s 이내 역전류 유입을 차단한다. 또한 RS와 OUT 단자 사이

에 외부 전류 감지 저항기가 연결되어 전류 과부하를 감시한

The IC has a thermal shutdown temperature of about 

+154°C with 12°C hysteresis. If currents exceed ~500mA, 

care must be taken in your design to not exceed this 

temperature.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WLP 

package actually exceeds that of the SOT package.  

Another Example IC

The MAX16141 ideal diode controller has a much 

different job than our first example. This chip provides 

system protection against reverse-current, overcurrent, 

input overvoltage and undervoltage, and over 

temperature conditions. It will cut off and isolate a faulty 

input supply. The IC’s wide 3.5V to 36V operating voltage 

range and low 5 A (typ) shutdown current make it a 

good fit for automotive applications (and it’s automotive 

qualified).

In the circuit in Figure 3, the IC’s charge pump drives 

엔지니어에게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얼 다이오드’

그림 2. 휴대용 기기에 사용되는 표준형 전력 선택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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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류의 최대값은 조정이 가능하며 선택하는 FET에 따라 

결정된다. OVSET 및 UVSET 입력은 입력부의 과전압 및 저

전압 발생에 대한 설정값을 제공한다. MAX16141은 4 x 4 x 

0.75mm 규격, 16-핀 TQFN 패키지로 제공되며 온도 범위 섭

씨 -40~125도 사이에서 작동한다.

아이디얼 다이오드는 증폭기, 전원 관리, 회로 보호 등 경

우에 따라 기능이 다양하게 분류되고 여러 형태의 제품 설계

에 응용될 수 있다.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이 장치에 대한 정확

한 활용처를 몰라 활용률이 낮지만, 아이디얼 다이오드에 대

한 정확한 인식은 제품 설계에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SN

the gate of back-to-back external nFETs to 9V above 

the source connection. A fast-acting comparator blocks 

reverse-current flow within 1 s (max) of the input 

falling below the output voltage. An external current-

sense resistor between RS and OUT keeps an eye out for 

current overloads. Maximum current is adjustable and 

determined by your choice of FETs. OVSET and UVSET 

inputs provide set points for input overvoltage and 

undervoltage events. The MAX16141 is available in a 4 x 4 

x 0.75mm, 16-pin TQFN package and operates over -40° 

to 125° C.

Ideal diodes have a place in many designs. I think 

they may be underused because no one seems to know 

quite where to put them. They are sometime classified as 

amplifiers, sometimes power management, sometimes 

circuit protection. It pays off for engineers to be aware of 

these devices. SN

그림 3. MAX16141를 응용한 아이디얼 다이오드 구현

아이디얼 다이오드는 증폭기, 전원 관리,

 회로 보호 등 경우에 따라 기능이 다양하게 분류되고 

여러 형태의 제품 설계에 응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