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근 몇 년 사이에 벅-부스트 충전기의 인기가 갈수

록 높아지고 있다. 벅-부스트 충전기를 사용함으

로써 입력 전압이 배터리 전압보다 높거나 낮은 것

에 상관없이 어떤 입력 소스로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USB Type-C는 범용 어댑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전자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USB Type-C 커넥

터는 단일화되어 있으나, 어댑터 전력 사용량과 전압은 기

존의 5V USB 어댑터부터 5V~20V 범위까지 전압을 제공할 

수 있는 USB PD 어댑터까지 여전히 편차가 크다. 또한 각각

의 휴대기기마다 배터리 셀 수가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입력 

전압과 배터리 전압의 가변성은 배터리 충전기용 IC에 있어

서 벅-부스트 토폴로지를 요구한다. 높은 전력 밀도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벅-부스트 충전기로 주요 충전 기능을 통합

하는 것은 물론, USB PD 내의 부하 스위치와 DC/DC 컨버

터 같은 추가 부품의 통합을 통해 시스템 설계를 간소화하고, 

BOM비용은 절감하며, 전반적인 솔루션 크기를 줄일 수 있

다. 그림 1은 USB PD 충전 솔루션의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

램을 보여준다.

USB OTG 사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DC/DC 컨

버터가 배터리를 방전시켜 VBUS에서 조정 전압을 구축해 어

댑터가 없을 때도 외부 디바이스를 구동한다. USB Type-C 

포트가 FRS(fast roll swap)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USB 

Type-C 포트로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DC/DC 컨버

터가 항상 켜져 있어야 하고 대기상태로 있어야 한다. 어댑

The buck-boost charger has become 

increasingly popular in recent years given its 

ability to charge a battery from nearly any 

input source, regardless of whether the input voltage is 

higher or lower than the battery voltage. 

One critical benefit of the widespread adoption of 

USB Type-C is a realistic path to a universal adapter and 

corresponding e-waste reduction. Although the USB 

Type-C connector is unified, adapter power ratings and 

voltages still have large variations, including the legacy 

5-V USB adapter and USB PD adapters capable of 

providing a voltage range from 5 V to 20 V. In addition, 

different portable devices might have different numbers 

of cell batteries inside. These variabilities in input voltage 

and battery voltage require a buck-boost topology for 

battery-charger integrated circuits (ICs). The high power 

density buck-boost chargers should not only integrate 

the general charging functional blocks, but also integrate 

the additional components in the USB PD charging 

system, such as load switches and DC/DC converters, 

to streamline system design, reduce bill-of-materials 

(BOM) cost and keep the overall solution size small. 

Figure 1 shows a system block diagram for a USB PD 

charg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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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연결이 끊어지면, 방전 전원 경로의 백투백 MOSFET

이 켜지며 U3 출력 전압을 VBUS로 전달하고, 전달된 VBUS 전

압을 유지한다. 이와 같이 DC/DC 컨버터를 항상 대기상태

로 켜 두면 실제로 전체 시스템에서 대기 전류로 인한 추가

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그림 2는 USB PD 충전 솔루션으로 시스템 설계를 간소

화할 수 있는 고도로 통합된 벅-부스트 충전기를 보여준다. 

첫째로, 입력 전류 감지기능이 충전기에 통합되어 있다. 이 

충전기는 입력 전류를 감지해 입력 전류를 조절하고 입력 

과전류 보호 기능을 제공해 어댑터의 과부하를 방지한다. 

또한 입력 과전압과 과전류 보호 회로의 일부인 외부 백투백 

MOSFET에 대한 제어 논리와 구동 회로도 충전기에 통합되

어 있어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입력 전력 경로 관리와 입

력 전류 감지를 위한 부품들을 제거할 수 있다.

네 개의 FET으로 이루어진 벅-부스트 컨버터로 양방

향 동작을 구현함으로써 충전기가 OTG 모드를 지원할 수 

있다.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VBUS에서 배터리로 전

력이 흐르면서 순방향 충전 모드로 작동한다. 어댑터가 연

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와 반대로 전력 흐름이 배터리에서 

VBUS로 이루어진다. VBUS의 OTG 모드 출력 전압은 USB PD 

3.0 사양과 호환되는 10mV 간격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스

텝 크기로 2.8V부터 22V까지 전체적인 USB PD 전압 범위

를 커버한다.

In order to support the USB On-the-Go 

(OTG) specification, one DC/DC converter 

discharges the battery to build up a regulated 

voltage at VBUS and power external devices when 

the adapter is not present. If the USB Type-C 

port requires fast role swap (FRS), the DC/DC 

converter has to be enabled and kept on standby 

all the time, even if an adapter is plugged into 

the USB Type-C port. When the adapter is 

disconnected, the back-to-back MOSFETs in 

the discharging power path turn on, passing the 

U3 output voltage to VBUS and holding on the VBUS voltage. 

Keeping the DC/DC converter always on actually causes 

extra quiescent current loss for the entire system.

The fully integrated buck-boost charger shown 

in Figure 2 can simplify the system-level design of 

a USB PD charging solution. First, the input current 

sensing is integrated into the charge. With this sensed 

input current, the charger provides the inpu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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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SB PD 충전 솔루션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2. 고도로 통합적인 벅-부스트 충전기 IC



또한 USB Type-C 포트용 FRS를 지원하기 위해 이 통

합 벅 부스트 충전기는 새로운 백업 모드를 구현한다. 여기

서 백업 모드는 버스 전압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벅-부스트 

충전기가 순방향 충전 모드에서 역방향 OTG 모드로 재빨리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그림 3의 애플리케이션 다이어그램

을 보면, 어댑터가 USB 포트에 연결되어 있고, 벅-부스트 

전력단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동하고 배터리를 충전한다. 동

시에 어댑터가 충전기의 PMID 출력에서 액세서리에도 전

원을 공급할 수 있다. 어댑터와 연결이 끊어지면, 배터리 내

부의 FET이 계속해서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지만 

PMID의 액세서리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백업 모드를 활성화하면 충전기가 VBUS 전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VBUS 전압이 사전에 설정된 임계 값보다 낮아지

는 것은 어댑터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댑터가 

분리된 것을 감지하면 충전기가 최소한의 지연 시간으로 순

방향 충전 모드에서 OTG 모드로 전환하고, 배터리를 방전

해서 VBUS 전압으로 변환하고 스스로 FRS를 달성한다. 어댑

터가 제거되면 시스템과 액세서리를 구동하기 위한 소스가 

regulation and input overcurrent protection to avoid 

adapter overload. As part of the input overvoltage and 

overcurrent protection circuit, the control logic and 

driving circuitry for the external back-to-back MOSFETs 

are also integrated into the charger. These features make 

it possible to eliminate the unit that supports input 

power-path management and input current sensing 

from the block diagram.

Implementing the bidirectional operation of the 

four FETs’ buck-boost converter allows the charger to 

support OTG mode itself. When the adapter is present, 

the charger operates in forward charging mode with 

power flow from VBUS to the battery. When the adapter 

is disconnected, the power flow reverses from the 

battery to VBUS. The OTG mode output voltage at VBUS 

covers the full USB PD voltage range, from 2.8 V to 

22 V with a 10-mV programmable step size, which is 

compatible with the USB PD 3.0 specification.

In order to support FRS for the USB Type-C port, 

this integrated buck-boost charger implements a novel 

backup mode. In this context, backup mode refers to 

an ultra-fast transition for the buck-boost charger from 

forward charging mode to reverse OTG mode without 

the bus voltage crashing. Looking at the application 

diagram in , the adapter connects at the USB port, 

powering the system and charging the battery through 

the buck-boost power stage. At the same time, the 

adapter could power accessories from the charger’s 

PMID output. When the adapter is disconnected, the 

battery’s internal FET can still power the system; 

however, the accessories at PMID might lose power.

With backup mode enabled, the charger is able to 

monitor the VBUS voltage; the VBUS voltage dropping lower 

than the preset threshold indicates the adapter’s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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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일 벅-부스트 충전기를 사용한 USB Type-C FRS 구현



원활하게 어댑터에서 배터리로 전환되어 블록 다이어그램

에서 OTG 모드와 FRS에 필요로 하는 DC/DC 컨버터를 제

거할 수 있다. 

그림 4는 FRS용 충전기 백업 모드의 테스트 파형을 보

여준다. 9V 어댑터는 입력 전압으로 USB1에 연결된다. 

ACFET1-RBFET1를 켜면 VBUS가 어댑터로 단락된다. 

PMID에는 1-A 액세서리 전류가 있고 BAT에는 1-A 충전 

전류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9V 어댑터 전압(VAC)이 제거되

더라도, PMID와 VBUS는 여전히 5V에서 조절하며 1A PMID 

부하에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TI가 최근에 출시한 벅-부스트 충전기 BQ25790과 

BQ25792는 이러한 모든 특징들을 결합함으로써 USB PD 

충전 솔루션의 시스템 설계를 간소화한다. 이 충전기들은 

전체적인 USB PD 입력 전압 범위를 비롯한 3.6V~24V 입

력 전압에서 직렬로 1s부터 4s로 이루어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이 제품은 2.9mm x 3.3mm WCSP나 4mm x 4mm QFN 

패키지로 제공된다. 전체적인 충전 솔루션은 45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경쟁 디바이스들에 비해 약 두배 더 높은 

100W/in2(150mV/mm2)의 전력 밀도를 달성한다. SN

Once it detects a removal, the charger shifts from forward 

charging mode to OTG mode with minimal delay time, 

discharges the battery to regulate the VBUS voltage, and 

achieves FRS by itself. When the adapter is unplugged, 

the sources to power the system and accessories can 

switch from the adapter to the battery seamlessly, 

making it possible to eliminate the DC/DC converter for 

OTG mode and FRS from the block diagram.

Figure 4 shows the tested waveforms of the charger 

backup mode for FRS. A 9-V adapter is connected at 

USB1 as the input power. VBUS is shorted to the adapter 

by turning on ACFET1-RBFET1. Assume that there is 

a 1-A accessory current at PMID and a 1-A charging 

current at BAT. When the 9-V adapter voltage (VAC) is 

gone, the PMID and VBUS can still be regulated at 5 V to 

continuously power the 1-A PMID load.

All of the features described above help simplify the 

system-level design of a USB PD charging solution, and 

TI has implemented in our latest buck-boost chargers, 

the BQ25790 and BQ25792. These chargers support 

one cell in series (1s) to 4s battery charging from a 3.6-V 

to 24-V input voltage, covering the full USB PD input 

voltage range.

These features are available in a 2.9-mm-by-3.3-

mm wafer chip-scale package or a 4-mm-by-4-mm 

quad flat no-lead package. The total charging solution 

is capable of delivering 45 W of 

power, with around 100 W/in2 

(150mV/mm2) of power 

density, which two 

times more than 

compet it ive 

devices.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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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VBUS 싱크에서 VBUS 소싱으로 벅-부스트 충전기 F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