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신상품

저노이즈로 호평을 받고 있는 200mA 시리즈와 더불어, 300mA 제품 개발!

소형 사이즈 (SSOP5 패키지)
300mA 출력 세컨더리 CMOS LDO 레귤레이터
BUxxJA3DG-C 시리즈
ADAS 센서 · 레이더의 전원에 최적

・ 소형 패키지로 300mA의 출력전류 실현

소형 및
출력전류 300mA

SSOP5 패키지 (2.9mm×2.8mm)로, 출력전류를 기존의 200mA에서 300mA로 UP!

・ 하한 1.7V부터 동작 가능 (BU12JA3DG-C)

고성능화가 추진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응

1.8V 전원 계통에 사용할 수 있어, 저손실화와 저발열 (및 저노이즈) 가능

・ 낮은 출력 노이즈 특성
입력전압
하한 1.7V

일반적인 저노이즈 타입 LDO 대비 약 40% 저감된 55µVrms의 낮은 출력 노이즈
(BU33JA3DG-C의 경우)

BUxxJA3DG-C
시리즈

저출력 노이즈
55µVrms

*1.2V 출력 제품

*3.3V 출력 제품

한층 더 저전력의
1.8V 전원 계통에
대응

한층 더
깨끗한 전원을
공급

SSOP5 패키지
(2.9mm×2.8mm×1.25mm)

■ 세컨더리 CMOS LDO 레귤레이터「BUxxJA3DG-C」라인업
출력전압
정밀도
（%）

출력전압
(V)

BU12JA3DG-C

1.7 to 6.0

1.2

30

500

SSOP5

BU15JA3DG-C

1.9 to 6.0

1.5

35

365

SSOP5

BU18JA3DG-C

2.2 to 6.0

1.8

40

330

±2

출력전류 출력 노이즈
(Max) (mA)
(μVrms)

입출력 전압차 정지 전류 출력 콘덴서 용량
（mV）
（Typ）
(Typ-Max)
（IO=300mA） （μA）
（μF）

입력전압
(V)

품명

300

동작 온도
(℃)

패키지

ComfySIL™
기능 안전
카테고리

오토모티브
대응
AEC-Q100

FS supportive*

YES

SSOP5
37

1 to 47

-40 to +150

BU25JA3DG-C

2.8 to 6.0

2.5

45

240

SSOP5

BU30JA3DG-C

3.3 to 6.0

3.0

50

220

SSOP5

BU33JA3DG-C

3.6 to 6.0

3.3

55

200

SSOP5
ComfySIL™은 로옴 주식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FS supportive : 자동차기기용으로 개발된 IC로, 기능 안전에 관한 안전 분석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로옴 홈페이지의 제품 소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로옴 홈페이지의 제품 데이터 시트로 이동합니다.

■ 어플리케이션

■ 세컨더리 LDO 레귤레이터의 출력 노이즈 비교
출력 노이즈 특성 비교

・센서, 레이더, 카메라 등의 ADAS계
・클러스터 및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등의 인포테인먼트계

10,000

비교 조건 : 출력전류 300mA, 출력전압 3.3V 제품

출력 노이즈 밀도 (nV/√Hz)

일반품

95μVrms

・고성능화가 추진되는
ADAS 각종 센서 회로에 최적
1,000

신제품
「BU33JA3DG-C」

・노이즈가 적은 전원으로
시스템의 고성능화 실현

55μVrms

100
10

100

1k

10k

노이즈에 민감한 센서 및 레이더의
전원 용도를 비롯하여,
폭넓은 어플리케이션에 채용 가능

Blind-Spot
Detection

Object Detection

Side Impact

Stop & Go
Adaptive Cruise
Control

Object
Detection

온라인 부품 유통
사이트에서도 판매중

100k

주파수 (Hz)

■ 차량용 세컨더리 LDO 레귤레이터 라인업 (AEC-Q100 준거)
출력전류 (Max)

200mA

타입

품명

300mA

500mA

소형 타입
BUxxJA2VG-C
(Discharge 기능 없음)
BUxxJA2DG-C
(Discharge 기능 탑재)
1.0 to 3.3V 출력 10종
・소형 패키지 (SSOP5)
・낮은 출력 노이즈
BUxxJA2MNVX-C 시리즈
1.0 to 3.4V 출력 13종
・SSON004R1010 패키지
・1.0×1.0mm

1,000mA
고방열 타입

BUxxJA3DG-C 시리즈
1.2 to 3.3V 출력 6종
・소형 패키지 (SSOP5)
・저출력 노이즈

ADAS의 고성능화에 최적인
소형 · 300mA의 신제품

BDxxIA5MEFJ-M 시리즈
1.0 to 3.3V 출력 7종
+ 출력 가변 타입 (0.8 to 4.5V)
・고방열 패키지 (HTSOP-J8)

BDxxIC0MEFJ-M 시리즈
1.0 to 3.3V 출력 7종
+ 출력 가변 타입 (0.8 to 4.5V)
・고방열 패키지 (HTSOP-J8)

BD00IA5MHFV-M
출력 가변 타입 (0.8 to 4.5V)
・HVSOF6 패키지
・3.0×1.6mm

BD00JC0MNUX-M
출력 가변 타입 (0.65 to 2.7V)
・VSON010X3030 패키지
・3.0×3.0mm

어플리케이션 예
차량용 카메라

차량용 센서 · 레이더

차량용 안테나

카 오디오

카 네비게이션

・품명의 xx에는 출력전압치가 들어갑니다. 예: BUxxJA3DG-C 시리즈에서 1.2V의 출력전압치를 원하시는 경우, 품명은 BU12JA3DG-C가 됩니다.
본 자료의 기재 내용은 2022년 8월 1일 현재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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