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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성, 압력, 공급, 온도 등의 필드 센서와 같은 산업용 

자동화 제어 장치들이 점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패키지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림 1

은 8mm 이하의 초소형 나사에 들어 있는 근접 센서를 보여

주고 있다. 하우징에 들어가는 전자 장치는 매우 작아야 하며, 

장기적으로 장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개변수에 대한 

It’s not unusual to find industrial automation control 

equipment like field sensors (for proximity, pressure, 

flow or temperature, for example) housed in increasingly 

inconspicuous packages. Figure 1 shows an example of a 

proximity sensor housed in a tiny screw (which can be as 

small as 8 mm or in some instances even smaller). While 

the electronics that go into the housing have to be ultra-

small, they still need to be rated for the right parameters 

to ensure long-term equipment reliability.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unregulated 
input voltages

Electronics in smart sensors may include a low-power 

microprocessor, analog-to-digital signal-processing 

circuitry and a voltage regulator. Sometimes, designers 

might not consider power until the end of the design 

process; therefore, the space allotted to power can be 

really sparse.

A typical application for power-conversion circuitry 

in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might b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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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 근접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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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정격을 갖춰야 한다.

조정되지 않은 입력 전압 문제 해결

스마트 센서의 전자 장치로는 저전력 마이크로프로세서, 아

날로그-디지털 신호 처리 회로 및 전압 레귤레이터 등이 포함

된다. 설계자가 설계 과정에서 전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경

우, 실제로 전원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 

공장 자동화 장치에서 전력 변환 회로를 위한 일반적인 애플

리케이션은 24V 입력 전압을 강압하여 필요한 전압에 맞게 조

절한다. 24V의 입력 전압은 표준 산업용 버스로 사용될 수 있

으며, 최저 8V에서 최고 36V까지 입력 전압을 가질 수 있다.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센서는 과전압 과도상태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압 과도상태의 심각성 여부는 24V 입력 전

압이 어디에서 얻어졌는 지에 따라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현

장에서 전기 리드선의 길이가 장거리일 경우, 일부 산업용 

24V 버스는 과도 전압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또한, 필드 애플

리케이션은 과도 전압 상태를 안전한 초저전압 수준으로 제

한하는 클램프 회로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전기가 합선되는 상

황이 발생해도, 산업용 버스의 출력이 60VDC로 유지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예로 24VAC 입력 소스의 최대 평균 제곱근 전압

은 종종 28V로 스윙되어 40V에 가까운 피크 전압을 공급할 

수 있다. 입력 전원의 과도 전압 보호 설정을 피크 전압의 약 

120%로 설정하면, 입력 전압이 48V에 가깝게 된다.

이러한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필드 센서와 같은 장치를 

문제없이 작동시키려면 입력 전원의 최대 DC 전압에 대한 정

격 전압 레귤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 신뢰성을 위한 적절한 핀 간격 확보

TPSM265R1은 65V 정격의 고전압 임베디드 전력 모듈로, 

전압 레귤레이터와 인덕터를 통합했다. TPSM265R1은 과전

압 상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디바

이스에 제공한다. 하지만 전력 모듈에 고전압 레귤레이터가 

통합되어 있다고 해서 고전압에 대한 안전한 정격 디바이스

converting a 24-V input voltage and regulating it to the 

required potential. The 24-V input voltage might be a 

standard industrial bus which could have an input voltage 

as low as 8 V or as high as 36 V.

Sensors in process automation need to withstand 

overvoltage transients. The severity of voltage transients 

depends on how the 24 V was derived. In some 

situations, where the lead lengths cover long distances in 

the field, the industrial 24-V bus may experience higher 

voltage transients. In addition, field applications could 

have clamp circuits that limit the voltage transient to a 

safe extra-low voltage limit. This means that in a short-

circuit condition; the output of the industrial bus could 

be stuck at 60 VDC.

Considering another example, a 24 VAC could be 

an input source. The maximum root-mean-square 

voltage of such a supply can often swing to 28 V, leading 

to a peak voltage delivered that’s close to 40 V. The 

overvoltage protection setting on the input supply could 

be about 120% of the peak voltage, which takes an input 

voltage close to 48 V.

In these examples, it is important to use a voltage 

regulator rated for the maximum DC voltage at the input 

to ensure uninterrupted operation of equipment like 

field sensors.

Ensuring appropriate pin spacing for 
long-term reliability

The TPSM265R1 is a high-voltage embedded power 

module rated for 65 V that integrates the voltage regulator 

and inductor. This gives the device enough margins to 

cover potential overvoltage conditions. However, just 

because a power module has an integrated high-voltage 

regulator doesn’t mean that you can safely rate it for the 

high voltage. To properly rate the device for a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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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입력 전압에 대한 적절

한 정격 디바이스를 위해선 모듈의 패드와 핀 간격의 적절한 

설계가 필요하다. 국제 전자 산업 표준 협회는 이를 자세히 규

정한 IPC 2221-B라는 표준을 제시했다.

IPC-2221B 표준은 최악의 전압 조건에서 정상적인 작동

을 보장하기 위한 전도체 가장자리 간 최소한의 간격을 제시

한다. 레귤레이터가 실제로 65V의 피크 전압을 유지하려면 

전도체 가장자리 간 간격은 최소 0.5mm이어야 한다.

그림 2는 TPSM265R1의 핀 피치가 0.8mm임을 보여준다. 

패드의 폭은 일반적으로 0.3mm이다. 패드의 가장자리 간 간

격은 0.5mm이며, 이는 IPC-2221B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소형 솔루션에 대한 요구 사항 충족

IPC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간격에 대한 설계 요구 사항과 

솔루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설계 요구 사항은 서로 상충한

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는 전자 장치의 크기가 8mm 나사만

큼 작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간격과 솔루션 소형

화 이 두 요소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선 설계

자는 전력 모듈 설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TI는 소형 

input voltage requires appropriate design of the pad/

pin spacing on the module. The Association Connecting 

Electronics Industries has a standard called IPC 2221-B 

which goes over this in detail.

The IPC-2221B standard lists the minimum spacing 

between the edges of conductors that is required to 

ensure proper operation at worst-case voltages. To 

ensure that the regulator can indeed sustain a peak 

voltage of 65 V the spacing between the edges of the 

conductors must be at least 0.5 mm.

Figure 2 shows the pin pitch of the TPSM265R1, 

which is 0.8 mm; the width of the pad is typically 0.3 

mm. From edge to edge, the space between the pads is 0.5 

mm, in compliance with the IPC-2221B requirement.

Meeting the requirement for a small 
solution size

IPC spacing requirements put system designers at 

odds with the requirement for miniaturization. After all, I 

began this technical article talking about how electronics 

need to fit into an 8-mm screw. To address both 

spacing requirements and miniaturization requirements, 

designers have to be smart about designing the power 

module. TI designed the layout of the TPSM265R1 

package with a small-solution space in mind.  shows an 

example layout, with the minimum required components 

for a fixed-voltage option of 3.3 V or 5 V.

The module package size is 2.8 mm by 3.7 mm. To 

complete the circuit, you only need two capacitors. With 

two 0805 capacitors, the overall solution size for a 5 V 

or 3.3 V output can be as small as 3 mm by 7 mm. The 

placement of the input capacitor so close to the module’s 

VIN and GND pins makes for a “quiet” switching 

operation, with less ringing on the switch node.

When designing the power supply for small industrial 

그림 2. TPSM265R1 패키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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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공간을 염두에 두고 TPSM265R1 패키지 레이아웃을 

설계했다. 그림 3은 3.3V 또는 5V의 고정 전압 옵션에 요구되

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로 설계된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다.

모듈 패키지의 크기는 2.8mm x 3.7mm로 회로를 완성하

기 위해서는 단 2개의 커패시터만 필요하다. 0805 커패시터

를 2개 탑재해도 5V 또는 3.3V 출력을 위한 전체적인 솔루션 

크기는 3mm X 7mm 정도에 불과할 만큼 작다. 또한 입력 커

패시터는 모듈의 VIN 핀과 GND 핀에 매우 가깝게 배치돼 ‘조

용한’ 스위칭 작동이 가능하고 스위치 노드에서 링잉현상을 

줄여준다.

소형 산업용 자동화 제어 장치를 위한 전원 공급장치를 설

계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설계된 전력 모듈은 엔지

니어로 하여금 크기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신뢰성을 보장

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설계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SN

automation control equipment, it’s important to choose 

products with appropriate ratings for a reliable operation. 

Well-designed power modules will not only help 

engineers address size challenges and ensure long-term 

reliability but can also help simplify the design process.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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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PSM265R1을 이용한 예제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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