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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나노초 상승시간의 고전압 펄스 발생용 피킹 스위치

A Peaking Switch to Generate a High Voltage Pulse of Sub-nanosecond Rise Time

노  수†․진 윤 식*․조 주 *․임 수 원** 

(Youngsu Roh․Yun-Sik Jin․Chuhyun Cho․Soowon Lim)

Abstract - A triaxial Blumlein pulse forming line has been designed to generate a pulse whose voltage is ∼300 kV, 

pulse duration is ∼5 ns, and rise time is ∼500 ps. It turns out, however, that the rise time of the pulse becomes much 

longer than 500 ps due to parasitic inductances and capacitances existing inside the system. A peaking switch has been 

developed to shorten the rise time of the pulse from Blumlein pulse forming line. In the peaking switch, a wedge-shaped 

dielectric material (MC 901 nylon) is employed to surround the electrode on the antenna side. This shape inhibits an 

abrupt change of the output impedance, thereby minimizing the reflection of the output puls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eaking switch is capable of improving the rise time of the pulse at a level of 500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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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블룸라인 펄스 성형라인(블룸라인 PFL : Blumlein Pulse 

Forming Line)은 매우 짧은 폭(∼수 ns)의 사각형 고 압 

펄스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다양한 펄스 워(Pulse 

Power) 응용분야에서 고 압 펄스 발생장치에 이용되었다

[1-2]. 최근 역(UWB : Ultra Wide Band) 자기 펄

스(EMP : Electromagnetic Pulse)가 자  력 기기에 

미치는 향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3-4]. 이 추세에 

맞추어 블룸라인 PFL을 이용한 실험실 규모의 UWB EMP 

발생장치가 개발되었다[5].

이상 인 블룸라인 PFL에서는 이론 으로 완벽한 사각형 

펄스가 발생될 수 있으며 펄스폭은 블룸라인 PFL의 길이와 

유 체의 유 상수에 의하여 정해진다[6]. 그러나 실제의 블

룸라인 PFL에서는 스 크 갭 스 치, 충 용 인덕터 등과 

같은 구성 요소와 연 된 기생 인덕턴스와 기생 커패시턴스

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이것들로 인하여 블룸라인 PFL의 

출력은 사각형 형태가 되지 못하고 유한한 상승시간을 가진 

펄스가 된다[7]. 상승시간은 펄스의 주 수 역을 결정하는 

요한 인자이며 상승시간이 짧을수록 주 수 역에서 고

주 수 성분이 증가하게 된다. UWB 고 압 펄스를 얻기 

해서는 상승시간이 매우 짧아야 하지만 고 압 장치의 특

성상 장치 내부에 존재하는 기생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를 

제거하여 원하는 상승시간을 얻은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

서 일반 으로 피킹 스 치(Peaking Switch)를 이용하여 길

어진 펄스의 상승시간을 단축한다[7].

본 논문에서는 UWB EMP 방사용 안테나에 인가되는 고

압 펄스에 요구되는 상승시간을 얻기 하여 블룸라인 

PFL과 안테나 사이에 피킹 스 치를 삽입하 다. 본문에서 

제작된 피킹 스 치의 설계의 주안 과 동작특성에 해서 

기술한다. 특히 피킹 스 치 후에서 임피던스 정합을 

한 구조와 피킹 스 치에 의하여 상승시간이 개선된 결과에 

해서 논의한다.

2. 피킹 스 치의 설계  제작

2.1 고 압 UWB EMP 발생기

그림 1은 이 논문에서 취 하는 고 압 UWB EMP 발생

기의 개념 설계도를 나타낸다. 이 시스템에 한 설명은 참

고문헌[5]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 에서는 주요 구

성장치에 하여 간략히 언 하고 주로 피킹 스 치에 하

여 논의한다. 이 시스템은 충 회로, 블룸라인 PFL, 그리고 

UWB EMP 방사용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충 회로의 출

력은 펄스 변압기를 통하여 최  300 kV로 승압되어 블룸

라인 PFL에 충 된다. 블룸라인 PFL의 주 스 치가 닫히면 

펄스 성형이 시작된다. 블룸라인 PFL은 출력이 최 압 

300 kV, 펄스폭 5 ns의 펄스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

나 3장 실험결과에서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블룸라인 

PFL은 출력 형의 상승시간은 상당히 길게 나타난다. 이 

출력이 직  안테나에 인가되는 경우 설계에서 기 되는 방

사 신호의 주 수 역을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안테나

에 인가되는 펄스의 상승시간은 발생되는 UWB 신호의 주

수 스펙트럼과 한 계가 있으며, 상승시간이 짧을수

록 신호의 고주 수 성분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기생 인덕턴스  

커패시턴스로 인하여 블룸라인 PFL은 출력 펄스의 상승시

간은 길어지게 된다. 이 기생 인덕턴스  커패시턴스를 완

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반 으로 상승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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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키기 하여 피킹 스 치가 이용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원하는 상승시간의 펄스를 안테나에 인가하기 

하여 피킹 스 치를 설계, 제작하여 그림 1과 같이 블룸라인 

PFL 출력 단에 연결하 다. 피킹 스 치 (출력 임피던스=50 

Ω)와 TEM 혼 안테나 (입력 임피던스=100 Ω)의 임피던스 

정합을 하여 발룬(Balun)이 설치되어 있다. 한, 피킹 스

치의 동작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압측정 센서가 그림 

1의 P 에 부착되어 있다. 

그림 1 UWB EMP 발생기의 개념설계도

Fig. 1 Conceptual design of the UWB EMP generator

2.2 피킹 스 치 설계  특성

피킹 스 치는 매우 빠른 (수 백 ps 정도) 상승시간의 펄

스를 얻기 하여 특별히 설계된 고 압 스 크 갭 스 치

이다. 피킹 스 치는 일반 으로 자가 방 으로 동작되며 

동작기체의 종류와 압력, 갭 간격에 의하여 상승시간이 정해

진다. 특히 내부 인덕턴스를 최소화하기 하여 갭 간격은 

가능한 작게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매우 높은 계(∼

MV/cm)가 극 사이에 형성되어야만 원하는 상승시간을 

얻을 수 있다. 피킹 스 치는 일종의 스 크 갭 스 치이므

로 두 극 사이에서 연 괴가 진행되는 그림 2와 같은 

스 크 갭 스 치의 방  채  모델로 표 될 수 있다[8].

그림 2 스 크 갭 스 치의 방  채  모델

Fig. 2 Discharge channel model for a spark gap switch

두 극 사이의 인덕턴스는 동축 송선로 등가회로를 

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1)

여기서 d는 갭 간격이고 와 는 각각 동축 송선로의 

외부 도체의 내부 반경과 내부 도체 반경이다. 한 동축 

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2)

여기서 은 외부와 내부 도체 사이의 유 체의 비유 율이

다. 식(1)과 (2)에 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피킹 스

치를 제작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 다. 아래에 두 피킹 스

치에 하여 자세히 기술된다.

2.2.1 기형 피킹 스 치

(a)

(b)

그림 3 기형 피킹 스 치 (a) 입체도 (b) 단면도

Fig. 3 Wedge type peaking switch (a) 3D drawing (b) 

cross-sectional drawing

그림 1에서 피킹 스 치는 블룸라인 PFL 출력 지의 

심에 부착된 입력 극, 발룬 입력 지의 심에 부착

된 출력 극, 그리고 두 극을 감싸는 원통형 도체로 구성

되며 내부에 고압의 연 기체가 채워진다. 그림 3은 실험 

기 단계에서 이용한 기형 피킹 스 치를 나타낸다. 다

음 두 가지 구조에 설계의 주안 을 두었다. 첫 번째는 인

덕턴스를 가능한 작게 하는 구조이다. 두 극 사이의 인덕

턴스를 이기 하여 식(1)에서 두 극을 감싸는 원통형 

도체의 내부 반경을 가능한 작게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두 번째는 블룸라인 PFL와 스 치의 임피던스를 정합하

는 구조이다. 블룸라인 PFL의 특성 임피던스는 50 Ω이므로 

피킹 스 치의 특성 임피던스도  역에서 50 Ω이 되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반사 에 의하여 피킹 스 치의 출력

은 왜곡될 수 있다. 식(2)에     Ω을 입하면  ≈2.3

이다. ( ≈로 가정) 여기서 피킹 스 치 설계에 한 구조

인 제한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원통형 도체의 

양 끝은 블룸라인 PFL 출력 지와 발룬 입력 지에 

체결되어야 하므로 원통형 도체의 양 끝에서 내부 반경을 

이는데 한계가 있다. 한 시스템 체의 기계  안정성 

때문에 원통형 도체의 길이를 길게 하기도 어렵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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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고려하여 피킹 스 치의  역에서 의 비율이 

약 2.3 정도로 유지되면서 그림 3과 같이 원통형 도체의 내

부 반경이 감소하는 기 형상으로 제작하 다.

자기 시뮬 이션 소 트웨어(CST Microwave Studio)

를 이용한 시뮬 이션에서 얻은 기형 피킹 스 치의 형

인 출력은 그림 4에 도시되어 있다. 출력 펄스는 처음에

는 피킹 작용을 하면서 격하게 상승하지만 최  압의 

약 50 % 지 에서 변곡 이 생기면서 펄스의 상승률이 

격하게 감소하는 상을 보인다.

그림 4 기형 피킹 스 치의 시뮬 이션 출력 형

Fig. 4 Simulated output waveform of the wedge type 

peaking switch

2.2.2 임피던스 정합 피킹 스 치

참고문헌[9]에 따르면 동축 송선로에서 선로의 형상이 

서서히 변화하는 경우 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특

성 임피던스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선로의 형상이 격

하게 변화하면 무시할 수 없는 병렬 커패시턴스가 존재하여 

그 결과 정합되지 않은 임피던스의 송선로를 진행하는 펄

스의 형은 왜곡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림 4에 나타난 펄

스 형이 왜곡되는 상은 기형 피킹 스 치에서 격하

게 변하는 극과 원통형 도체의 형상과 련된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그러나 왜곡 상을 일으키는 형상과 련된 

의 비율에 한 임계 변화율에 한 정량 인 값은 알

려져 있지 않다.

그림 4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제작된 피킹 스 치

가 그림 5에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구조  제한 조건은 언

제나 유효하기 때문에 원통형 도체의 내부 반경이 그림 3과 

같이 격하게 변하는 것을 구조 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에 주의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형상에 하여 시뮬 이

션을 수행한 결과, 출력 극과 안테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격한 임피던스 변화가 출력 형을 왜곡시키는 주요 인자

임이 밝 졌다. 한 그림 5와 같이 출력 극 주 에 기 

모양의 유 체(MC 901 Nylon, =3.7)가 삽입되어 있는 구

조에서 임피던스 변화가 확연히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것은 식(2)에서 보듯이 임피던스는   뿐만 아니

라 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a)

(b)

그림 5 임피던스 정합 피킹스 치 (a) 입체도 (b) 단면도

Fig. 5 Impedance matching peaking switch (a) 3D drawing 

(b) cross-sectional drawing

그림 6 입력 극에 상승시간 300 ps의 신호가 인가될 때 

출력 신호 형

Fig. 6 Output signal waveform when a signal of 300 ps rise 

time is applied to the input electrode

형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 의 극 구조를 구

하기 하여 그림 5(b)에서 정의된 각도 α와 각도 β를 변화

시키면서 출력 펄스의 상승시간을 조사하 다. 그림 6은 입

력 극에 상승시간 300 ps의 신호가 인가될 때 출력 신호

에 한 시뮬 이션의 일례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출력 신호가 상승하는 동안 어떤 왜곡도 찰되지 않

는다. 한 모든 경우에서 상승시간은 300 ps보다 작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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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데 이것은 피킹 스 치가 잘 동작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시뮬 이션을 통해 α=63°, β=75°의 구조에서 피킹 스

치의 효과가 최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때 출력 신

호의 상승시간은 274 ps이다. 이 결과를 토 로 임피던스 

정합 피킹 스 치는 α=63°, β=75°인 구조로 제작되었다.

3. 실험 결과

임피던스 정합 피킹 스 치는 자가 방 으로 동작되기 때

문에 연 괴 압 특성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일반 으

로 두 극 사이의 연 괴 압은 센(Paschen) 법칙에 

의하여 갭 간격(d)과 연기체 압력(p)의 함수로 표 된다. 

그림 5에서 d는 3 mm 혹은 5 mm로 선택될 수 있으며 

SF6(25%)와 N2(75%)의 혼합기체가 내부에 채워져 있다. 두 

갭 간격에 하여 기체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연 괴 압 

특성을 조사한 결과가 그림 7에 도시되어 있다. 실험 결과

에 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하여 동일한 조건에 실험을 5

회 수행하여 얻은 데이터가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

서 압력과 갭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연 괴 압이 증가

하므로 피킹 스 치의 연 괴 압 특성은 센 최소 

압의 오른쪽 역에 나타나는 형 인 특성임을 알 수 있

다. 한, 압력에 한 연 괴 압의 증가율과 데이터의 

재 성을 살펴보면 두 갭 간격의 데이터 사이에서 특별한 

차이를 찰할 수가 없다. 한편, d=5 mm 보다 d=3 mm인 

경우, 내부 인덕턴스가 작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300 

kV의 펄스를 발생시키기 하여 d=3 mm, p=1.8 MPa을 피

킹 스 치 동작의 기 조건으로 정하 다.

그림 7 임피던스 정합 피킹 스 치의 연 괴 압 특성

Fig. 7 Breakdown voltage characteristics of the impedance 

matching peaking switch

피킹 스 치가 펄스 상승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알아

보기 하여 피킹 스 치 후의 펄스 형을 비교하 다. 

그림 8은 피킹 스 치 에서 측정한 블룸라인 PFL의 출력 

펄스의 형 인 형들을 보인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블룸라인 PFL의 충  압이 증가함에 따라 펄스의 최

치는 커지지만 펄스의 모양과 상승시간은 거의 동일하다. 

즉, 충  압과 무 하게 피킹 스 치의 입력 펄스의 상승

시간은 약 5 ns이고 펄스폭은 10 ns이다. 여기서 상승시간

은 최 치의 10 %에서 90 %로 상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으

로 정의된다.

그림 8 형 인 블룸라인 PFL의 출력 펄스 형

Fig. 8 Typical waveform of the output pulse from Blumlein 

PFL

피킹 스 치의 성능을 조사하기 하여 약 300 kV로 충

된 블룸라인 PFL의 출력 펄스를 피킹 스 치의 입력 

극에 인가한 후 출력 극에 연결된 50 Ω의 순수 항에서 

피킹 스 치의 출력 펄스 형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가 

그림 9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형 피

킹 스 치의 경우( 색 선), 부분의 구간에서 형은 왜

곡되며 특히 그림 4의 시뮬 이션과 유사하게 상승 구간에

서 생기는 변곡  때문에 상승시간은 약 1.5 ns 정도로 길

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형 왜곡의 원인

은 격하게 변하는 원통형 도체의 내부 구조로 인한 임피

던스 부정합이다. 한편, 임피던스 매칭 피킹 스 치의 경우

(흑색 실선), 상승 구간에서 형은  왜곡되지 않으며 

( 형의 상승시간은 약 500 ps) 나머지 구간에서도 기형 

피킹 스 치보다 형은 양호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당연히 

출력 극에 삽입된 유 체의 효과로 인한 임피던스 정합 

때문이다. 결과 으로, 임피던스 매칭 피킹 스 치는 그림 8

과 비교하면 상승시간을 약 1/10로 단축시킬 수 있는 성능

을 나타낸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피킹 스 치의 출력 펄스가 

UWB 신호가 되기 해서는 펄스의 주 수 역에서 고주

 성분이 많아야 한다. 상승시간의 단축이 주 수 스펙트

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그림 8의 형(충

압=225 kV)과 그림 9의 형에 한 퓨리에 스펙트럼을 계

산하고 그 결과를 그림 10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피킹 스 치  펄스의 경우(그림 8), 250 MHz 이

상의 고주  성분은 격하게 감소한다. 그러나 피킹 스

치 후 펄스의 경우(그림 9), 모든 고주  성분은 그림 8의 

경우보다 최  20 dB 이상 크게 나타난다.



기학회논문지 61권 9호 2012년 9월

1304

그림 9 임피던스 정합(흑색 실선)과 기형( 색 선) 피킹 

스 치의 출력 펄스 형

Fig. 9 Waveforms of the output pulses from impedance 

matching(black solid line) and wedge type(red dotted 

line) peaking switches

그림 10 임피던스 매칭 피킹 스 치 입력펄스(흑색 실선)와 

출력펄스( 색 선)에 한 퓨리에 스펙트럼 비교

Fig. 10 Comparison of Fourier spectrum regarding input 

pulse(black solid line) and output pulse(red dotted 

line)

4. 결  론

UWB EMP를 방사하기 한 고 압 펄스장치에서 안테

나에 인가되는 펄스의 상승시간을 단축시키기 하여 두 가

지 형태의 피킹 스 치를 제작하고 시뮬 이션과 실험을 수

행하여 동작 특성을 조사하 다. 기형 피킹 스 치의 경

우, 형상의 격한 변화로 인하여 임피던스 부정합이 생기고 

그 결과 상승 구간에서 형에 왜곡이 발생하여 원하는 상

승시간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 을 개선하기 하여 출력 

극 주 에 기 모양의 유 체를 삽입하여 임피던스를 정

합시킬 수 있는 피킹 스 치를 제작하 다. 실험 결과, 펄스

의 상승시간을 5 ns에서 500 ps로 단축시킬 수 있는 정도로 

임피던스 정합 피킹 스 치의 성능은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 블룸라인 PFL의 출력 펄스는 임피던스 정합 피킹 스

치를 통하여 최  압 300 kV, 상승시간 500 ps, 펄스 

폭 5 ns의 펄스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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