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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high voltage air-cored helical strip/wire type pulse transformer has been fabricated for charging of a high 

voltage pulse forming line. As a primary coil, copper strip of 25mm width was wound helically around a  MC nylon 

cylinder. For a secondary coil, copper enameled wire of 1mm diameter was wound around conical cylinder in order to 

provide insulation between two windings. The coupling coefficient of 0.53 was obtained when two coils were combined 

coaxially in the insulation oil filled chamber. Voltage gain and energy transfer efficiency were investigated by varying 

the parameters of primary and secondary circuit. Test results shows that the voltage gain increases up to 17 with 

increasing the primary capacitance up to 200nF. And highest energy transfer efficiency of 44% was obtained when the 

dual resonant operation condition was nearly satisfied. The pulse transformer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charging the middle conductor of a Blumlein pulse form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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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펄스 트랜스는 디지털회로, 트리거 회로, 펄스 워 회로 

등과 같이 출력에서 고출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 

자 회로에 응용된다. 펄스 트랜스가 고출력(고에 지) 벨 

조건에서 동작하기 해서는 코아의 포화를 피해야하고, 이

를 해서는 큰 코아와 많은 권선수가 필요하게 된다. 출력 

벨이 증가하면 요구되어지는 코아의 크기가 비 실 인 

지 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자기코아

(magnetic core)가 없는 공심(air-cored)의 펄스 트랜스가 개

발되었다[1-3].  공심트랜스는 자기코아 트랜스에 비해서 결

합계수는 낮으나 자기코아에 부과되었던 주 수의 제한을 

없앰으로서 수 MHz까지 사용가능한 장 이 있다. 이러한 

공심트랜스는 일반 인 권선형 트랜스와는 달리 펄스성형 

라인이나 매우 높은 압의 충 이 요구되는 커패시터 부하

와 같이 용량성 부하를 충 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펄스 트

랜스는 구조가 비교  단순하고 소형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커패시터의 펄스 충 에 많이 활용되는 맑스 발생기

(Marx generator)의 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10kJ 이

상의 에 지를 MV 수 의 고 압으로 인가하는 것이 가능

하다. 

그림 1(a) 나선 띠 방식의 펄스 트랜스의 구조

Fig. 1(a) Rohwein Spiral-Strip Transformer

그림 1(b) 나선 선/띠 방식 펄스 트랜스의 구조

Fig. 1(b) Helical Wire/Strip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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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압 공심트랜스는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개발되었다. 그림 (a)의 형태는 나선형의 띠를 

감는 형식(Spiral-strip wound TR.)으로서 외부에 일차 권

선이 있고 내부에 여러겹의 2차 권선띠가 감겨진 형태로서 

가장 리 사용되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나선형의 선/띠

(helical wire/strip) 형태로서, 테슬라형 펄스트랜스라고도 

불리어지며, 이 형태에서는 결합율을 올리기 하여 자기 코

아를 사용할 수 도 있다. 이들 두형태의 주요한 차이 은 

연을 하는 방법에 있는데 나선형의 선/띠 방식에서는 띠

형태의 1차권선이 동선으로된 2차 권선을 싸고 있으면서 권

선사이의 공간이 트랜스의 압에서 고압으로 가면서 넓어

지는 형태를 취한다. 한편 나선 띠 방식은 얇은 구리 박

(foil)으로 만들어지며 1차 권선은 2차 코일의 바깥부분을 감

싸거나 (Rohwein Type), 2차 권선의 가운데에 만들어지며 

(Martin Type), 턴과 턴 사이의 반경방향으로 압경사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펄스트랜스 회로의 동작에 해 개 하고, 

고압의 펄스 성형회로를 충 하기 해 설계 제작한 나선형 

선/띠 방식의 공심 펄스트랜스의 동작특성에 해서 보고한

다.

2. 펄스 트랜스의 회로해석

2.1 펄스 트랜스 회로의 동작해석[4-5]

아래 그림 2에 공심 테슬라 펄스 트랜스의 회로를 나타낸

다. 기본 으로 두 개의 LC 공진회로가 상호 인덕턴스 M을 

통하여 결합된 구조를 취한다. 이 회로에서 R1은 1차 커패

시터 Cp(=C1)의 등가 항(ESR; Equivalent Series 

Resistance)과, 연결선, 스 치, 1차 권선의 항을 합한 1차 

회로의 체 항값이며, R2는 2차 부하 커패시터의 ESR과 

2차 권선의 항을 합한 값이다. L1, L2, 는 펄스트랜스 1차

측, 2차측의 인덕턴스이며 M은 상호 인덕턴스이다. 기에 

1차 커패시터 C1에 압 V로 충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때의 하량을 q1(0)라고 하자. 스 치 S를 투입했을 때 

Kirchhoff의 압 법칙을 용하여  이 회로를 두 개의 결

합된 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림 2 펄스트랜스의 회로 모델

Fig. 2 Circuit model of pulse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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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과 (2)식을 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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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q1과 q2 는 1, 2차 커패시터의 하량이며, 


   이고 

   이다. (4), (5)식은 아

래의 하나의 식으로 통합된 보조 미분 방정식으로 표 될 

수 있다. 

 









 










 

 











 




 







  

    (6)

여기에서 k는 결합 계수로 불리며 다음식으로 정의된다.




                      (7)

상기의 회로에서 항에 의한 손실을 무시하면 

( ≈ ≈ ) (6)식은 아래의 식으로 단순화하여 표 된

다. 

 

 

 
 




              (8)

(3)식에 나타난 기조건과 식 (8)으로부터 q2를 해석

으로 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하 커패시터 C2에 인가되는 

출력 압 Vo는 다음식으로 나타내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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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출력 측에서는 두 개의 

다른 각주 수    성분이 진동하고 있다. 만약 두 주 수 

 높은 주 수를 임의로 라 하면 출력 압 형 Vo는 

식 (9)에서 두 개의 코사인 항의 차이로서 나타난다.  몇가

지의 경우에 해서 출력 형을 형상을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으로부터 낮은 주 수의 코사인

항  는 높은 주 수의 코사인항  에 의해서 변

조(modulate)됨을 알 수 있고,   -   형의 피

크값은  와  의 상  크기에 따라서 값

이 과 2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 

회로 항에 의한 감쇄를 무시했으므로, 실제에 있어서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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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형의 진폭은 더욱 감소할 것이며, 트랜스의 달 효율도 

따라서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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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식 (9)의     형의 변화

Fig. 3 Waveform of     in equation (9)

2.2 공심 트랜스의 이 공진 운

앞 에서 기술한 출력 압 형 Vo(t)가 두 개의 주 수 

와 의 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은 이들 두 

주 수를 잘 설정함으로서 1차 회로의 커패시터 장에 지

가 2차 회로의 부하 커패시터로 완 한 에 지 달이 가능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림 3의 고찰로부터 높은 

주 수 성분 가 감소하여 cos()의 최 값 는 최소값

이 낮은 주 수 cos() 형의 최  는 최소값과 일치시

키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를들어 그림 3의 

(c)를 보면  cos() - cos() 형의 첫 번째 양의 피크는 

cos(), cos() 두 개의 형의 최 , 최소가 겹치는 세 번

째 음의 피크값보다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cos

() - cos()값이 최  는 최소가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가 시간 T에서 최  

는 최소가 되기 해서는

 

        

     (11)

      

 


  

       (12)

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여기에서 n=1, m=0 일 때 두 개

의 최  는 최소값이 일치하는 시간이 최소가 됨을 알 수 

있고, 이 때  이 공진(dual resonance or double resonance)

을 한 조건인 =2가 얻어진다. 앞 에서 서술한 그림 

3(a)가 이 공진 조건을 만족할 때의    항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 최소값은 -2가 된다. 

1차 장 커패시터로부터 2차 부하 커패시터로 완 한 에

지 달이 일어나기 해서는

 



 




               (13)

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n은 1, 2차 권선수의 

비로서 각 권선의 인덕턴스와 다음의 계를 가지고 있다.

  
 



                   (14)

(13)과 (14)식을 결합하면 결국 1, 2차 회로의 개방회로에

서의 두 개의 공진 각주 수가 같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15)

 

(15)식의 조건을 (10)식에 입하면, 출력 압 형을 구

성하는 두 개의 주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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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진 조건 =2  을 용하면

 








  ⇒                (17)

가 된다. 

 

결론 으로 펄스 트랜스를 이용하여 1차측 커패시터에 

장된 에 지를 2차측 부하 커패시터로 달할 때, 그 달율

이 최 가 되도록 하기 해서는 이  공진 조건을 만족해

야하며, 그 조건은  와 결합계수 k=0.6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항성 감쇄에 한 향은 무

시한 것이고, 항성 감쇄에 한 효과를 고려하기 해서는 

1, 2차 회로의 Q값()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 최 의 

에 지 달을 해서는 상기의 이  공진 조건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1, 2차 회로의 Q값이 최 가 되도록 설계하여

야 한다[6]. 

3. 공심형 펄스 트랜스의 설계와 제작

본 연구에서는 테슬라형의 나선형 선/띠(Helical wire/strip) 

방식의 공심 트랜스를 설계 제작하 다. 1차 코일은 직경 

25cm의 MC 나일론 에 폭 25mm의 동테이 를 나선형으로 

감았으며, 권선수는 9턴으로 하여 13μH의 인덕턴스를 가지

도록 설계하 다.  2차 코일은 MC나일론 기둥에 직경 1mm

의  구리 에나멜선으로 감았으며 권선 수는 약 300턴으로 

상 인덕턴스가 6.4mH가 되도록 하 다. 2차 권선을 감은 

MC 나일론 원통은 압측에서 고압측으로 갈수록 직경을 

21cm에서 12cm로 감소하는 테이퍼 형태로 가공함으로서 고

압 출력단에서 1차 권선과의 거리를 증가시켜 고압에서 

연이 유지되도록 하 다. 그림 4에 1차권선, 2차 권선, 그리

고 2개의 권선을 결합한 모습을 보인다.   1, 2차 코일이 결

합된 펄스 트랜스는 고압에서의 안정한 동작을 하여 원통

형의 챔버에 설치한 후 연유를 채웠다.  

(a) 1차 권선

(a) Primary winding

     
(b) 2차 권선

(b) Secondary winding

(c) 1, 2차 권선 조립

(c) Combination of two coils

그림 4 제작한 펄스 트랜스의 형상

Fig. 4 Photos of pulse transformer  

제작한 각 코일의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는 LCR 메타

(FLUKE PM 6304)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각 코일의 인덕

턴스는 1, 2차 코일이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측정하 으며, 

상호 인덕턴스는 1,2차 코일을 결합하여 속 챔버에 설치한 

후 1, 2차 코일의 결선을 달리하면서 측정하 다. 아래 표 1

에 측정한 결과를 요약하 다. 측정된 결합계수의 값은 0.53

으로서 0.6에 약간 못 미치는 값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 주 수 10 kHz

1차 코일 인덕턴스 (L1) 10.4 μH

2차 코일 인덕턴스 (L2) 5.7 mH

인덕턴스 비  (L2/L1)1/2 23

상호인덕턴스 (M) 130 μH

결합계수 (k) 0.53

표 1 설계 제작한 펄스트랜스의 라메타 

제작한 펄스 트랜스의 동작 특성을 조사하기 한 회로를 

그림 5에 보인다. 이 회로는 Blumlein Line 형의 펄스 성형 

회로를 충 하기 한 것으로서 용하고자 하는 Blumlein 

Line 펄스 성형회로의 커패시턴스를 고려하여 2차 부하 커

패시터로서 200pF을 가정하 고, 2nF의 세라믹 커패시터 10

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구성하 다. 1차측의 커패시턴스는 

50nF, 100nF, 150nF, 200nF으로 변경하면서 부하단의 출력

압 특성을 조사하 다. 1차측의 주스 치로는 싸이라트론

(E2V, CX1622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5 펄스트랜스 동작 특성을 시험하기 한 회로

Fig. 5 Circuit diagram for testing the pulse transformer



Trans. KIEE. Vol. 59, No. 5, MAY, 2010

고압 펄스 성형라인 충 을 한 공심형 고압 펄스트랜스의 제작과 동작 특성                                                                943

4. 실험결과  고찰

1차측의 커패시터의 용량을 100nF으로 하고, 10kV로 충

했을 때의 오실로스코우 로 측정한 펄스 형을 그림 6에 

보인다. Ch1은 1차측에 흐르는 류이며, 진동주기는 1차회

로의 공진주기(T=2π/ω1=2π )와 일치함을 알 수 있고, 

이 류치는 싸이라트론의 정격 류(5kA)를 넘지 않아야 한

다. Ch4는 1차측 커패시터의 압을 측정한 값으로 10kV를 

충 하여 방 했을 때 약 4.5kV의 최  역 압(Max, 

Reverse Voltage)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커패시터

가 허용하는 최  역 압을 넘지 않는 범 에서 운 하는 

것이 요하다. Ch2는 부하 커패시터(C2)에 충 되는 압

형으로서 C2 커패시터 양단에 고압 루 (Northstar, 

VD-100, 내부 커패시턴스 25pF)를 설치하여 측정하 다. 첫 

번째 음의 피크치는 140kV로 측정되어 약 14배의 압이득

이 얻어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차측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를 50nF에서 

200nF까지 50nF씩 증가시키면서 펄스 달 특성을 조사하

다. 그림 7은 1차측 커패시터의 충 압을 5kV로 고정하

을 때 2차측 부하 커패시터의 압 형을 보인다. 1차측

의 커패시턴스가 증가할수록  2차측 부하 커패시터의 압

은 증가하고, 펄스폭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1차측 커

패시턴스의 증가에 따라 1차측에 장되는 에 지가 증가되

는 것과, 출력 진동 펄스의 주기 T는 커패시턴스의 제곱근

에 비례(∝ )하므로 나타나는 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100nF의 1차측 커패시터에 10kV로 충 시의 1차

측 류(Ch1), 2차 부하 압(Ch2), 1차 커패시터 

압(Ch4)

Fig. 6 Primary circuit current (Ch1), C2 voltage (Ch2), 

and C1 voltage (Ch3)

  

그림 8에 1차측 커패시턴스에 따른 압이득  달효율

을 나타내었다. 2차 부하의 압은 그림 7의 첫 번째 음의 

피크치이다. 앞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 의 에 지 

달을 한 이 공진 조건을 만족하기 해서는  

      을 만족해야한다. 본 회로에서

는 펄스트랜스의 인덕턴스값  과 2차 부하 커패시턴스

 

그림 7 1차측 커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부하 압 변화

Fig. 7 C2 voltage variation versus C1 voltage

가 이미 정해졌으므로 최 의 에 지 달 효율을 

한 의 값은    109.6 nF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험결과에서도 이 공진 조건에 가장 가까운 C1=100nF에

서 가장 높은 에 지 달효율인 44%를 보이고 있으며, 다

음으로 C1=150nF일 때 39%로 양호한 값을 보이고 있다. 

C1=200nF, C1=50nF일 때의 에 지 달효율은 각각 33.5%

와 26.7%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하커패시터에 최 의 에 지 달효율과 목표로 하는 

압을 달성하기 해서는 1차측의 충 기의 출력 압을 고려

하여 1차측의 커패시턴스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실험에

서는 150nF 근방으로 C1값을 정하면 효율면이나 압 이득

면에서 최 일 것으로 단된다.

본 실험에서 에 지 달 효율은 50%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펄스트랜스의 설계 개선을 통하여 

결합 효율을 0.6까지 올리고, 1, 2차 회로의 항을 최소화하

여 에 지의 소모를 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8 펄스트랜스의 압 이득과 에 지 달효율

Fig. 8 Voltage gain and energy transfer efficiency of 

pulse transformer

5. 결  론

펄스 성형회로를 충 하기 한 고압 펄스트랜스를 설계 

제작하고 그 동작 특성을 조사하 다. 펄스트랜스의 형상은 

나선형 선/띠 방식으로서 1차 코일은 폭 25mm의 구리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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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차 코일은 직경 1mm의 구리선을 동축의 원통에 권선

한 구조로서 결합계수는 0.53이었다. 부하 커패시턴스를 

200pF로 가정하 을 때, 1차회로의 커패시턴스 값에 따른 

압 이득과 에 지 달효율을 조사하 다. 2  공진 조건

을 만족하는 1차 커패시턴스의 값에서 최 에 지 달 효

율 44%를 달성하 다.  제작된 펄스 트랜스는 고압의 

 펄스를 발생시키는 Blumlein Line 펄스성형회로의 간

도체를 충 하는데 활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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