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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고 압, 류의 펄스에 지를 이용하는 펄스 워

(Pulsed Power)기술은 군수  민수분야에서 활발하게 응용

되고 있다. 군수 응용분야에서는 기포(Electric Gun), 이

  마이크로웨이 를 이용한 지향성 에 지 무기체계

(Direct Energy Weapon System), 자폭탄(Electro 

Magnetic Projectile) 등이 있으며, 민수 분야에서는 핵융합, 

암반발 , 강 자장을 이용한 물질의 성형, 신물질 개발, 속

표면처리, 공해물질처리 등이 있다. 펄스에 지를 발생하는 

펄스 원회로는 운용성, 경제성, 용량 확장성, 펄스성형의 제

어성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리한 커패시터 뱅크(Capacitor 

Bank)형이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1]. 커패시터 뱅크형 펄

스 원회로에서 주스 치의 선정은 매우 요하며 운용 압, 

류용량, 류상승 등의 기  특성과 신뢰성, 제어의 용

이성, 경제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재 

열화학  자력포 분야에 용되는 펄스 원회로의 주스

치는 스 크 갭 스 치(Spark Gap Switch), TVS 

(Triggered Vacuum Switch)등의 갭 스 치와 용량 싸이

리스터와 같은 반도체 스 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스

치들의 공통 인 요구사항은 양방향 압 지 능력과 함

께 수 ㎳동안 수십∼수백 ㎄ 류를 도통시킬 수 있어야 하

며, 동시에 높은 di/dt( 류상승 기울기) 능력을 필요로 한

다. 최근 이 분야에서는 반도체 스 치의 발 으로 갭 스

치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장 이 많은 용량 싸이리스터를 

많이 사용한다. 용량 싸이리스터는 호방식에 따라 

ETT(Electrically Triggered Thyristor)와 LTT(Light 

Triggered Thyristor)로 분류할 수 있다. 단품 ETT의 최  

류  di/dt 능력은 약 150 ㎄  20 ㎄/㎲ 수 으로 능력

이 우수하지만, 게이트 류를 인가해야 하므로 스 치 주변

에 상 으로 부피가 큰 호회로를 필요로 한다. 이로 인

해 펄스 원회로 체의 부피가 커질 뿐만 아니라 주회로와 

호회로간의 자 간섭 문제를 피하기 해 추가로 자

기  차폐를 수행해야 하고, 호회로 내부 소자들의 수명 

 오동작 가능성에 의해 신뢰성이 하되는 단 이 있다. 

이에 반해, LTT는 최  류  di/dt 능력이 ETT에 뒤지

지 않으며, 은 양(약 100㎽ 미만)의 빛에 의해 소자를 직

구동하므로 ETT에 비해 호회로가 매우 간단하고 스 치 

주변에 치할 필요가 없어 직렬 속이 용이하고, 자  환

경에 강인한 장 을 갖는다[2]. 특히 과 압에 한 자체 보

호 기능(Overvoltage protection function)을 소자 내에서 구

조 으로 해결하고 있어 ETT와 같이 별도의 과 압 보호회

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 으로 인하여 LTT는 

고 압 직류송 (HVDC), 정지형 무효 력 보상기(SVC)  

펄스 력 응용분야에 많이 용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수백 ㎲의 펄스폭과 100 ㎄  류를 갖는  

펄스 원장치에 LTT를 주스 치로 용하기 해 LTT의 

동작특성을 기술하 다. LTT의 구조  등가회로를 통해 

호 원리를 설명하고, 펄스 원회로의 동작 원리  시뮬

이션 결과를 제시하 다. 그리고, LTT 호회로를 제작하여 

이 다이오드 인가 류   출력에 한 호능력  

지연 특성을 분석하 다. LTT 3개를 직렬로 조립하여 순방

향 인가 압 변화에 따른 류지연 특성, 턴온  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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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고 압 직렬운용 시 압 분배 특성, 과 압 인가 시 

보호 턴온 특성, 호신호 유실시 보호 턴온 특성, 과도한 

dv/dt를 갖는 압 펄스 인가 시 보호 턴온 특성을 분석하

다. LTT를 40 kJ 펄스 원장치의 주스 치로 용하여 

류 통 특성과 di/dt 능력등 LTT 운용성능  특성을 

분석하 다.

2 . LTT의 구조  동작원리

그림 1  LTT의 구조  기  등가회로

Fig. 1  Structure and electrical equivalent circuit of LTT

LTT는 그림 1과 같이 빛이 입사되는 앙부분에 굴곡구

조를 갖는 BOD(Break Over Diode)와 다단계의 증폭게이트

(Amplifying Gate ; AG)로 구성되어 있다. 애노드와 소드 

양단에 순방향 압을 인가하고, 게이트에 짧은 펄스(10 

㎲, 40 ㎽, 900 ㎚)를 인가하면 -베이스와 -베이스 앙 

합부분에 형성된 자정공 이 분리되고, 분리된 정공 

류가 AG1에 공 되어 T1이 턴온되고, AG2, AG3, AG4에 

의해 T2, T3, T4, Tm이 단계 으로 턴온 되어 부하에 류

를 공 한다. LTT에 순방향 압이 인가되면 굴곡구조를 

갖는 BOD에 항상 최 계가 인가되는데, 이때 규격치를 

과하는 과 압이 인가되면 BOD에 자사태 류

(Avalanche Current)가 발생하고, 이 류가 순차 으로 

AG를 턴온하여 소자의 손상 없이 안 하게 턴온이 수행된

다. 과 압 한계값은 앙 합의 곡률  BOD와 링

과 거리등 구조 인 조 을 통하여 설정된다. AG1의 dv/dt 

감도를 AG2, AG3, AG4나 메인 캐소드보다 더 높게 설정하

면 다시 말해, -베이스의 도핑농도와 -에미터의 깊이, 

폭  측방향 치를 조 하면 규격치 이상의 dv/dt 압펄

스가 인가되어도 LTT는 손상없이 안 하게 턴온 된다. 

LTT는 턴온 기에 웨이퍼의 앙부분이 먼  턴온 되는데 

이때 메인 소드와의 높은 압강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측방향 류량을 제한하기 해 증폭게이트 구조 내에 항

이 삽입되는데 이 항값을 히 조 하여 di/dt 능력을 

높일 수 있다[4].

3 . 커패시터형 펄스 원회 로

커패시터형 펄스 원회로는 그림 2와 같이 커패시터, 스

치, 다이오드, 인덕터, 부하로 구성된다. 커패시터를 충

한 후 스 치를 턴온시켜 부하에 에 지를 달한다. 인덕

터는 부하에 달하는 류량  di/dt를 제한하며, 병렬 운

용 시 펄스성형(Pulse forming network)의 역할을 한다. 다

이오드는 커패시터에 역 압이 걸리는 순간 턴온 되며 인

덕터의 잔류에 지를 리휠링하여 커패시터의 역충  압

크기를 제한한다. 

그림 2  커패시터형 펄스 원회로

Fig. 2  Capacitive pulsed power circuit

그림 3  펄스 원회로의 주요 압  류 형

Fig. 3  Ideal voltage and current waveform of the pulsed 

power circuit

  그림 3은 펄스 원회로 동작 시 주요 형을 나타내고 있

다.  ～에서 스 치가 턴 온 되고, 커패시터가 방 을 시

작한다. 가 0이 될 때 까지 부하 류()는 스 치 류

( )와 같으며, 다이오드 류()는 0이다. 스 치의 정류기

능에 의해 반주기 이후에는 류의 흐름이 차단된다. ～
에서, 커패시터 압( )이 0이 되면 는 감소하고, 다이오

드가 도통되면서 가 흐르기 시작한다. 는 와 의 합

이며, 가 0이 될 때까지 는 역으로 충 된다.  ∼에서, 

가 0이 되면 스 치는 개방상태가 되고 는 역 충  압

을 유지한다. 은 와 같으며 지수 으로 감소한다. 펄스

원회로의 동작 특성을 살펴보기 해 표 1과 같이 40 kJ 펄스

원회로에 기생요소들을 고려한 회로 변수값을 부여하고, 

SPICE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4에 주요 

압  류 형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항목 값 항목 값

 2 mΩ  1.5 mΩ

 0.1 μH  12 μH

 15 mΩ  54 mΩ

 0.15 μH  0.6 μH

 1640 ㎌  7 ㎸

표    1  40 kJ 펄스 원회로의 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40 kJ pulsed powe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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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뮬 이션 결과

Fig. 4  Simulation result

4 . LTT의 특성 분석

최근 단품 LTT의 순방향 내 압능력은 8 kV, di/dt 능력

은 주기 류에 하여 500 A/㎲, 비주기 류에 하여 최

 15 kA/㎲ 수 이며, 최  피크 류가 약 200 ㎄인 제품

이 출시되고 있다[5]. 본 특성분석에 사용한 LTT의 모델명

은 Infenion사의 T1503N80TS03으로 소자의 기  사양을 

표 2에 나타내었다. LTT의 실험을 수행하기 해 그림 5와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하 다. 22 ㎸, 206 ㎌ 커패시터, 12 μ

H 인덕터, 리필링 다이오드(D2601NH, Infenion사) 2개를 

직렬 연결하 고,  LTT 3개를 직렬연결하고, 필요 시 1개 

는 2개를 단락하여 사용하 다.

표    2  T1503N80TS03의 기  사양

Table 2  Electrical specification of T1503N80TS03 

항목 값 항목 값

 8 ㎸  , 주기 300 A/㎲

 7.5 ㎸  ,비주기 1800 A/㎲

 100 ㎄  2000 V/㎲

 8 MA
2
sec wafer size 100 mm

그림 5  LTT 특성 실험 장치

Fig. 5  Setup for experiments on LTT characteristics

4 .1  호 특성

LTT를 턴온하기 해 사용하는 빛의 장은 약 900 ㎚

의 근 외선이며, 이를 해 이 다이오드를 이용한다. 

이 다이오드에 일정량의 폭과 크기를 갖는 류를 흘려주

어 나타나는 출력을 게이트에 인가한다. 그림 6에 이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구성한 LTT 호회로 외형을 나타내

었다. 보통 1A, 10㎲의 류를 이 다이오드에 인가하여 

LTT를 호하는데, 그림 7은 인가한 이  다이오드 류

 출력량을 계측한 결과로, 0.75 A, 9 ㎲의 류인가 시, 

약 184 ㎽의 량이 계측되었으며, 이 때  에 지는 약 

1.65 로 계측되었다. 범 한 턴 온 조건을 알아보기 

해 이 다이오드 인가 류를 1 A로 고정하고 펄스폭을 

10 ㎲, 8 ㎲, 5 ㎲까지 감소 시켜도 안정 인 턴 온이 수행

되었으며, 약 1 ㎲까지 감소시켰을 때 턴온 지연효과가 나타

났다. 한 류의 폭을 10 ㎲로 고정하고 류크기를 0.8 

A, 0.7 A까지 감소시켜도 안정 인 턴온이 수행되었으며, 

0.65 A이후로 턴온 지연효과가 나타났으며, 0.55 A미만에서

는 턴온이 수행되지 않았다. LTT의 호는 호 류의 펄

스폭보다는 그 크기에 더 큰 향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에 LTT의 순방향 인가 압을 상승시키면서 류지연시간

( 이 다이오드 류와 LTT 류와의 시간차)을 계측하

다. 1 ㎸에서 약 3.3 ㎲의 류지연이 발생하 으며, 5 ㎸에

서 약 1.5 ㎲의 류지연시간 발생하 다. 이는 다단계의 증

폭게이트 구조를 갖는 LTT의 경우 순방향 인가 압이 증가

할수록 측방향 류량이 커지므로 류지연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ETT는 이러한 류지연효과를 이기 

해 외부 게이트 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6]. 

그림 6  LTT 호회로

Fig. 6  LTT triggering circuit

그림 7  이  다이오드 류  달 출력 형

Fig. 7  Waveform of laser diode current and transferred ligh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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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순방향 인가 압 변화에 한 류시작지연 형 

Fig. 8  Waveform of delay in current onset for variation of 

forward bias voltage

그림 9  턴 온/오  시 LTT 압  류 형

Fig. 9  Waveform of LTT voltage and current at turn-on/off

4 .2  스 칭  직렬운용 특성

그림 5의 실험 장치에서 충 압 5 ㎸로 LTT 1개를 이

용하여 턴온 시켰을 때 LTT 압  류 형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턴오  시 소수캐리어의 소멸에 따른 역 회복 

특성이 나타나는데, 역 회복시간은 약 6.4 ㎲이며, 역 회복 

하량은 약 18 ㎃․s로 우수한 턴오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역 회복 류가 피크를 지나 회복되는 동안 LTT에 걸리는 

역 과도 압은 약 -1.16 ㎸로 나타나는데, 이 과도 압은 

LTT와 커패시터 사이의 기생 인덕턴스( )와 회복 류의 

기울기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되며 LTT의 역 지 압

() 규격을 과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여야 한다[7]. 이

를 해 LTT와 커패시터를 연결하는 버스의 길이를 최 한 

짧게 하고, LTT의 류경로를 동축 구조로하여 기생인덕턴

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LTT 1개의 압 지 능력은 약 8 

㎸수 으로 수십～수백 kV이상의 고 압 운용에서는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운용한다. 직렬운용 시 ETT  LTT

의 압분배 특성은 어느 특정 싸이리스터가 규격이상의 과

도한 압을 분담할 경우 소자 괴  보호 턴온이 일어나

므로 균일한 압분배는 필수 이다. 균일한 압분배를 

하여 1 ㏁ 항을 스 치와 병렬로 추가하 다. 그림 5의 실

험 장치에서 충 압 6 ㎸로 LTT 2개  3개를 직렬 연결

하여 턴온 하 을 때, 압 분배 특성을 그림 10  그림 11

과 같이 확인하 다. 도통기간  압분담률은 2직렬일 때 

55 : 45, 3직렬일 때 40 : 34 : 26으로 나타났다. 턴온 기

시, 2직렬일 때 LTT1이 LTT2 보다 약 1㎲ 먼 , 3직렬일 

때 LTT3이 LTT1  LTT2보다 약 2 ㎲먼  압이 강하되

는 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각 LTT에 투입된 에 지량

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상으로 분석하 으며, LTT1, 2, 

그림 1 0  2직렬 LTT 운용시 압분배 특성 형

Fig. 1 0 Waveform of voltage divide characteristics in two 

series LTT operation

그림 1 1  3직렬 LTT 운용시 압분배 특성 

Fig. 1 1 Waveform of voltage divide characteristics in three 

series LTT operation

3에 투입된  에 지량을 측정해본 결과 각각 1.17 , 

0.95 , 1.33 로 상했던 바와 일치하 다. 이로부터 

LTT 직렬 운용 시, 도통기간에는 비교  균등한 압분배

가 이루어지지만 턴온 기에 각 LTT에 균등한 압을 분

배하기 해서는 투입 에 지량을 가능한 한 동일하게 하여

야함을 알 수 있다.

4 .3  과 압  보호 특성

그림 5의 실험 장치에서 LTT 1개를 이용하여 충 압 

5 ㎸에서 호회로를 이용하여 턴온한 결과 그림 9와 같이 

LTT 피크 류 14.5 ㎄, 역 압 -0.84 ㎸, 다이오드 피크

류 12 kA로 정상 인 턴온이 수행되었다. 같은 실험 장치에

서 호회로를 이용하지 않고, 충 압을 계속 상승시켜 보

았다. 약 8 ㎸에서 턴온이 수행되었으며, 그림 12와 같이 

LTT 피크 류 23.5 ㎄, 역 압 -1.36 ㎸, 다이오드 피크

류 19.5 kA로 나타났으며, 표 2에 제시된 값보다 약 

0.5 ㎸보다 높은 압에서 턴온 되었고, 턴온 후 소자의 손

상이 없음을 확인하 다. 이는 2장에 나타낸 바와 같이 

BOD에 발생한 자사태 류에 의해 순차 으로 AG를 거

쳐 LTT가 안 하게 턴온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5의 실

험 장치에서 LTT 2개를 직렬 연결하여 8 ㎸로 충 하여, 

호신호를 LTT1에만 인가하 다. 이 때 LTT2의 양단 

압 형을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턴온  LTT2는 LTT1과 

약 4 ㎸로 동일한 압을 분담하다가 LTT1이 호회로에 

의해 턴온 되면서 분담하던 압이 LTT2에 모두 걸려 약 

6.1 ㎸까지 상승한 후 턴온 되었고, 턴온 후 LTT2에 소자의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 다. 이는 LTT2의 순방향 최  압 

상승률 값이 약 3.2 ㎸/㎲로 나타났으며, 표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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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양(2 ㎸/㎲)보다 과도한 에 의해 턴온이 수행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LTT의 보호 턴온을 일으키는 정확

한 한계값을 찾기 해 그림 14와 같이 압펄스발생 

실험 장치를 구성하 다. 1 ㎌의 커패시터에 충  압을 

순차 으로 증가시키면서 충 하고, 스 크 갭 스 치(SGS)

를 이용하여 LTT에 순방향 압펄스를 인가하 다. 실험 

결과, 그림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 약 2.94 ㎸

/㎲에서 턴온이 수행되었으며, 턴온 후 LTT에 손상이 없음

을 확인하 다. 본 실험결과를 통해 추후 다수의 싸이리스

터 직렬 사용 시, LTT를 사용하면 호회로의 부분 고장 

 호 이블 불량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소자의 손상을 피

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림 1 2  과 압 인가에 의한 LTT 턴온 특성

Fig. 1 2 Turn-on characteristics of LTT triggered by 

overvoltage

그림 1 3  2직렬 운용에서 1개의 호신호 유실 시 LTT 턴온 

특성 

Fig. 1 3  Turn-on characteristics of LTT triggered at one lost 

triggering signal in two series operation

그림 1 4  압펄스발생 실험 장치

Fig. 1 4  Setup for generation of voltage pulse

그림 1 5  과도한 dv/dt 압펄스에 의한 LTT 턴온 특성  

Fig. 1 5 Turn-on characteristics of LTT triggered by 

excessive dv/dt voltage pulse

4 .4  4 0  k J  펄스 원장 치  용

그림 16은 표 2에서 제시한 T1503N80TS03 LTT를 주스

치로 사용하여 구성한 40 kJ  펄스 원장치의 외형이다. 

사용한 커패시터는 ICAR사의 1640 ㎌, 7 ㎸로 1.15 J/cc의 

에 지 도를 갖으며, 540 ×220×360 ㎜의 크기를 갖는다. 

주스 치는 순방향 내 압을 고려하여 앞 에서 특성 분석

한 LTT 2개를 직렬 연결하 다. 커패시터와 LTT사이의 기

생인덕턴스를 최소화하기 해 LTT의 류경로가 동축 구

조로 되도록 하 다. di/dt 제한을 한 인덕터는 젤리롤형

으로 12 μH의 값을 갖는다. 리필링 다이오드도 역방향 내

압을 고려하여 LTT와 동 제조회사 제품(D2601N85T) 2

개를 직열 연결하 다. 커패시터를 7 ㎸로 충 하고, 부하를 

단락하여 턴온한 결과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LTT에 흐

르는 류는 75 ㎄, 는 류상승 시작시 에서 약 

555 A/㎲,   값은 0.72 MA2sec로 분석되었다.

그림 1 6  40 kJ 펄스 원장치

Fig. 1 6  40 kJ pulsed power Unit

그림 1 7  LTT의 류 통  특성

Fig. 1 7  Characteristics on high current conduction of L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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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   론

LTT는 애노드와 소드 양단에 순방향 압을 인가하고, 

게이트에 짧은 신호가 인가되면 턴온 된다. 턴온을 한 

신호는 신호의 폭보다는 그 크기에 주로 향을 받으며, 

순방향 인가 압이 높을수록 호지연시간이 짧아진다. 

LTT는 턴오 시 빠른 역회복 시간을 갖으며, 손실이 은 

역회복 하량을 갖는다. LTT는 직렬운용 시 도통기간보다 

턴온 기에 압분배 차가 상 으로 크며 이는 투입한 

에 지량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LTT는 순방향으로 정격

보다 큰 과 압이 인가되거나 dv/dt를 갖는 압펄스가 인

가되면 BOD와 AG구조에 의해 자발 으로 턴온되기 때문에 

스 치의 손상을 피할 수 있다. 본 실험연구를 통해, LTT는

정격 이상의 순방향 과 압 환경에서도 소자가 손상되지 않

는다는 장 을 확인하 고, 용량 펄스 원장치의 주스 치

로 LTT를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는 펄

스 력 응용분야  고 압 류 싸이리스터를 사용하는 

직류  교류 력 운용 분야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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