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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 압펄스를만드는연구가많이진행되어있으며

재는 고 압에서 높은 주 수의 펄스를 만드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고 압 펄스의응용분야

로는음이온공기청정기[1], 펄스방 에의하여발생

되는 라즈마에의한자동차연소효율증가[2], 이온

물질 표면처리[3], 음식물 부패방지[4], 살균소독[5],

여러 환경정화 분야에 용되고 있다.

고 압 펄스 발생 방법으로는 IGBT switch 와

step-up 트랜스포머를사용하는방식[3], 진공 (HT)

회로 방식[6], RCD 회로를 이용한 방식[7], 트랜스포

머와병렬로역방향다이오드를사용한방식[8] 등여

러가지방법이있으며 1-40kV 고 압펄스를발생시

키고 있다.

본연구에서는실험한자료[9]들을참고하여트랜스

포머의등가화로에서부하의 향을고려하기 하여

2차측 임피던스를 1차측으로 환산하여 트랜스포머의

1차측 압을구하 다. 따라서기본 고조 들의

회로들을 재구성하여 고 압 펄스 발생 장치의 이론

특성을새로이구하 다. 한부하변화에의한출

력펄스 압의 변화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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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voltage pulse generator consists of transformers of fundamental wave and harm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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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고 압 펄스 발생 장치를 트랜스포머로 구성하여

실험을 하 으며[9], 실험한 자료들로 고 압 펄스

발생장치에 한 특성을 얻기 해 시뮬 이션을

하 고[10] 본 연구에서는 이론 으로 회로의 특성

[11]을 새로이 분석하여 고 압 펄스 발생을 확인

하 다.

체 회로도는 그림 1와 같으며 입력 압 형은

펄스 입력으로써 Fourier Series로 풀어서 각각의 트

랜스포머에 병렬로 인가하 다. 출력단은 기본 와

고조 성분들인 고 압들이 직렬로 합쳐져 고 압

펄스를 형성한다.

압펄스 형은기본 인 2.5kHz와홀수고조

성분들인 7.5kHz, 12.5kHz, 17.5kHz, 22.5kHz, 그리고

27.5kHz로 구성되어진다. 이러한성분들을출력단에

서직렬로 합쳐서 2.5kHz, 2.0kV의 고 압펄스가형

성된다.

Fig. 1. The Circuit of High-Voltage Pulse
Generator

2.1 고전압 펄스 발생 회로 이론적 분석

고 압펄스발생장치에사용되는트랜스포머의기

본 등가회로는 그림 2와 같다.

Fig. 2. Fundamental Wave Circuit of High-Voltage
Pulse Transformer

등가회로에서 트랜스포머의 설 커패시터들은 주

수에 따라 향이 있으나 2.5kHz 주 수에서는 그

향이 미비하여 회로에서 생략하 다.

2.1.1 력단 

기본 고조 들의등가회로도들은각각입력단

과 출력단으로 나 어 해석하며 기본 와 고조 등

가회로들의구조는같으므로등가회로의입력단은그

림 3과 같다.

Fig. 3. Input part of Equivalent circuit

트랜스포머의1차측에서본임피던스는아래식(1)과

같다.

 






(1)

트랜스포머2차측에서본입력단임피던스는식(2)와

같다.

 
 (2)



108

고전압 펄스 발생 치  한 하  변화를 고려한 펄스회로  론적 연

Journal of KIIEE, Vol.30, No.3, March 2016

출력단에서 본 임피던스는 그림 4에서 보여진다.

 



(3)

단 첨자 는고조 수를의미한다. 따라서각고조

에서출력단에서본임피던스는식 (3)에따라각각

, , , , ,  로 표시한다.

Fig. 4. Output part of Equivalent circuit

입력단에서 압값을 구하면 식 (5)로 주어진다.

 



(4)

 


 (5)

단 는 출력단 분석에서 식 (8), (10), (12), (14),

(16), (18)로 각각 구하여진다.

입력단에서 압값을구하는회로는그림 5와같다.

Fig. 5. Input Voltage circuit

트랜스포머출력단에서입력 압은식 (6)으로구해

진다.

  (6)

2.1.2 출력단 

출력단에서 압비 


(i는 고조 수이다.)는 그림

1에서 직렬로 연결되어진 고조 성분들의 공진회로

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 의등가회로는그림 6과 같으며기본 의출

력단 해석을 해서는 직렬로 연결된 3, 5, 7, 9,와 11

고조 의공진회로들을고려하여야하며공진회로들

의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여야 한다.

기본 의 압비 


를 수식 (7)로 구한다.

Fig. 6. Output Level Equivalent Circuit of
Fundamental Wave




















(7)

 

여기에서 , , , , 은식 (3)에서 구해진다.

출력단의 입력측에서 본 임피던스는 식 (8)로 주어

진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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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고조 의등가회로는그림 7과같으며 3차고조

의 출력 해석을 해서 기본 의공진회로와 5, 7,

9와 11 고조 의 공진회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Fig. 7. Output Level 3rd Harmonic Equivalent
Circuit

압비 


를 구하면 수식 (9)와 같다.







′








′



(9)

 

′ 

출력단의입력측에서본임피던스는식 (10)으로주

어진다.

 


′







′











′





(10)

5차 고조 의 등가회로는 그림 8과 같으며 쪽의

기본 , 3고조 임피던스와아래쪽의 7, 9, 11 고조

합성 임피던스를 고려하여야 한다.

Fig. 8. Output Level 5th Harmonic Equivalent
Circuit

수식 (3)에서 를 구하면 출력단의 압비는 식

(11)과 같이 구해진다.







′








′



(11)

 

′ 

출력단의입력측에서본임피던스는식 (12)로주어

진다.

 


′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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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고조 는 수식 (3)에서 를 구하면 출력단의

압비는 식 (13)과 같이 구해진다.







′








′



(13)

 

′ 

출력단의입력측에서본임피던스는식 (14)로주어

진다.

 


′







′











′





(14)

9차 고조 는 수식 (3)에서 를 구하면 출력단의

압비는 식 (15)와 같이 구해진다.







′








′



(15)

 

′ 

출력단의입력측에서본임피던스는식 (16)으로주

어진다.

11차고조 는수식 (3)에서 를구하면출력단의

압비는 식 (17)과 같이 구해진다.

출력단의입력측에서본임피던스는식 (18)로주어

진다.

 


′







′











′





(16)







′








′



(17)

′ 

 


′







′











′


(18)

2.1.3 출력펄스 해

트랜스포머입력과출력의 압이득은각고조 주

수별로구해지므로이를합하면부하의출력 압

은 식 (19)로 표시된다.

  
 

 (19)

2.2 고전압 펄스 발생 회로 시뮬레이션 결과

기본 와 5개의 고조 로 이루어진 고 압 펄스 발

생회로에서 압기본 와각고조 들을인가하

을경우Matlab을 이용한결과는아래와같으며고

압기본 와각고조 들의성분은표 1에서주어진다.

고 압펄스를만들기 해서기본 와각고조 들

의크기는푸리에계수와동일하며 상은 180° 차이

를보이며기본 고조 성분들의 상들을각각

0˚과 180˚로 이루기 하여 입력 형의 상을 조



111

김 주․방상석․이채한․김상

조명․전기 비학회논문지 제30  제3호, 2016년 3월

하 으며 그 성분들은 표 2와 같다.

Table 2. Input Amplitude and Phase at Frequency
Domain

기본

(2.5kHz)

3 고조

(7.5kHz)

5 고조

(12.5kHz)

크기(V) 상(°) 크기(V) 상(°) 크기(V) 상(°)

6.366 138.0 2.122 -70.0 1.273 98.0

7 고조

(17.5kHz)

9 고조

(22.5kHz)

11 고조

(27.5kHz)

크기(V) 상(°) 크기(V) 상(°) 크기(V) 상(°)

0.959 -90.0 0.909 90.6 0.571 -92.0

출력단에서 외부 커패시터()와 고압측 인덕턴스

()의공진주 수특성( 
 )에의하여표3과

같다.

Table 3. High-Voltage Resonance Frequency

기본 3고조 5고조

(pF) 337.7 112.6 74.7

(H) 12 4 2.17

공진 주 수(kH) 2.5 7.5 12.5

7고조 9고조 11고조

(pF) 54.1 50.0 83.7

(H) 1.53 1 0.4

공진 주 수(kH) 17.5 22.5 27.6

식 (19)를이용하여시간 역에서출력 압을구해

보면 그림 9와 같은 펄스(약 2.0kV)를 얻을 수 있다.

Fig. 9. Output Wave at Time Domain

출력 압의스펙트럼분석은아래그림 10에서보여

진다. 기본 성분들과 각 고조 성분들이고 압에

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 Output Spectrum at Frequency Domain

부하의크기를변화시켜고 압펄스를구하여보니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고 압 펄스의 크기가 변화하

는 것을 그림 11에서 보여진다.

Fig. 11. High Voltage Output vs Amplitude of the
load

Table 1. Output Amplitude and Phase at
Frequency Domain

기본

(2.5kHz)

3 고조

(7.5kHz)

5 고조

(12.5kHz)

크기(V) 상(°) 크기(V) 상(°) 크기(V) 상(°)

2.5390 0.2 850.5 -179.8 507.7 0.9

7 고조

(17.5kHz)

9 고조

(22.5kHz)

11 고조

(27.5kHz)

크기(V) 상(°) 크기(V) 상(°) 크기(V) 상(°)

357.3 179.9 272.9 0.7 221.4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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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논문에서는펄스의기본 와고조 성분들을각

각트랜스포머들로승압시키고이를직렬로합하여고

압펄스를 얻는장치의 특성을 얻기 하여 이론

회로분석을 하 다. 부하의 향을 고려하기 하여

부하룰포함한트랜스포머 2차측임피던스를 1차측으

로 환하 고 트랜스포머의 1차측 압을 구하 다.

한기본 고조 트랜스포머들의상호작용을분

석하기 하여 1차측임피던스를 2차로 환하여이론

분석을 하 다. 출력에서는 외부 커패시터()와

인덕턴스()에의해서고조 성분별로 역통과특

성을 나타내었다. 고 압 펄스 발생 장치의 출력은

2.5kHz, 2.0kV 고 압펄스의 형을회로분석과 로

그램을통해구할수있었다. 한부하의변화에따른

고 압 펄스값의 변화도 구하 다. 즉 부하가 증가하

면 고 압 펄스값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하변동에따른 회로분석에의한 설계에 한연

구로앞으로고 압펄스발생장치분야에응용되리라

생각한다.

4. 후  기

이논문은 2014년도홍익 학교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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